STUDIES IN THE SCRIPTURES
"The Path of the Just is as the Shining Light,
Which Shineth More and More
Unto the Perfect Day."

SERIES I

The Plan of the Ages
A Vindication of the Divine Character and Government:
Showing, by a Recognition and Harmonizing
of all the Scriptures, that the Permission of
Evil, Past and Present, is Educational and Preparatory
to the Ushering of Mankind Into
THE GOLDEN AGE OF PROPHECY
In Which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with a Full Knowledge of God and a
Full Opportunity for Attaining Everlasting Life
Through the Redeemer, Who Then Will Be the
Great Restorer and Life-Giver.
Acts 3:19-21

To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IN THE INTEREST OF
HIS CONSECRATED SAINTS,
WAITING FOR THE ADOPTION,
--AND OF-"ALL THAT IN EVERY PLACE CALL UPON THE LORD,"
"THE HOUSEHOLD OF FAITH,"
--AND OF-THE GROANING CREATION, TRAVAILING AND WAITING FOR THE
MANIFESTATION OF THE SONS OF GOD,
THIS WORK IS DE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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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ke all see what is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which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hath been hid in God." "Wherein He hath abounded toward
us in all wisdom and prudence, having made known un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which
He hath purposed in Himself; that in the dispensation
of the fulness of the times He
might gather together in one all
things, under Christ."
Eph. 3:4,5,9;1:8-10
Written in 1886 by Pastor Russell

"The Divine Plan of the Ages"
THE AUTHOR'S FOREWORD
THE AUTHOR and the publishers desire to
publicly acknowledge the favor of God
which has permitted them to be identified
with the circulation of this Volume, and with
the results--light, joy, peace, fellowship with
God, to many hungry, thirsty, bewildered
souls. The first edition in its present form
was issued in 1886. Since then, one edition
has followed another in rapid succession and
in twenty different languages, until now
there are nearly five million copies of it in
the hands of the people all the world over.

substantially the same matter in print under
another name and differently presented. That
book was entitled "Food for Thinking
Christians." Its style was different in that it
first of all attacked the error--demolished it;
and then, in its place, erected the fabric of
Truth. We finally learned that this was not
the best way--that some became alarmed as
they saw their errors falling, and failed to
read far enough to get a glimpse of the
beautiful structure of Truth in place of the
demolished errors.

We cannot hope that these books
have all been read; but letters continually
coming to hand assure us that they are
working powerfully in the hearts and minds
of people everywhere. Thousands write us
that they have been influenced --some who
totally disbelieved in the Bible as a Divine
Revelation to mankind. Others write that
they have been atheists or approximately so,
because they had not previously known the
true God and His true Plan of the Ages, and
were unable to accept, appreciate or worship
the characters usually held before them in
the creeds.

The present Volume was written
from the reverse standpoint. It presents the
Truth, shows its strength and beauty, and
then suggests the removal of the error, as not
only unnecessary, but absolutely useless and
very injurious. Thus the reader of the
DIVINE PLAN OF THE AGES at each step
finds a strengthening of faith and a greater
nearness to the Lord, and therefore a
confidence that he is in the right way. After
seeing the Truth, the errors are more and
more seen to be absurd, worthless, injurious,
and are gladly abandoned.

For above five years preceding the
first publication of this Volume, we had

The great Adversary, of course, has
no love for anything which opens the eyes of
God's people, increases their reverence for

Introduction

Divine Plan of the Ages

God's Book, and breaks their reliance upon
human creeds. The great Adversary,
therefore, as we might have expected, is
very much opposed to this book. Few realize
Satan's power and cunning; few realize the
meaning of the Apostle's words in respect to
this Prince of Darkness who transforms
himself into a minister of light, in order to
fight the Truth and destroy its influence.
Few realize that our wily Adversary seeks to
use the best, the most energetic, the most
influential of God's people to hinder the
shining of the light and to keep the Divine
Plan of the Ages away from the people.
Few realize that from the time
creed-making began, A.D. 325, there was
practically no Bible study for 1260 years.
Few realize that during that time the creeds
were riveted upon the minds of millions,
shackling them to horrible errors, and
blinding them to the Divine character of
Wisdom, Justice, Love, Power. Few realize
that since the Reformation --since the Bible
began to come back into the hands of the
people--well-meaning but deluded reformers
have been blinded and handicapped by the
errors of the past, and, in turn, have served
to keep the people in darkness. Few realize
that real Bible study, such as was practised
in the early Church in the days of the
Apostles, has only now come back to Bible
students.
In the earliest editions of this
Volume, the title, "Millennial Dawn," was
used; but we found that some were deceived
thereby into thinking it a novel. In order that
none might be deceived, and that none might
purchase under such deception, we later
adopted the present serial title, "Studies in
the Scriptures," which nobody can
mis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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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queries have come to us as to
why these books cannot be found in the
bookstores. Our answer is that while the
book publishers would be glad to have these
books, there are certain religious zealots
who will not permit their sale--threatening
boycott. At first this seemed like a great
disaster--as though the power of the
Adversary would be permitted to hinder the
dissemination of the Truth. But God
graciously overruled the matter, so that
today probably no other book has so large a
circulation and so steady a circulation as this
Volume. Those who, through prejudice,
refused to read the book and fought against
it, did so because they believed falsehoods,
misrepresentations.
Many of these books have been
burned by people who never read them, but
who were influenced by misrepresentations.
Just so it was during the Dark Ages in
respect to the followers of Jesus, who
suffered martyrdom. Yes, Jesus Himself
suffered at the hands of those who did not
understand Him or His teachings, as St.
Peter pointedly declares: "And now,
brethren, I wot that through ignorance ye did
it, as did also your rulers" (Acts 3:17); "for
had they known it, they would not have
crucified the Lord of Glory." 1 Cor. 2:8
But if the enemies of this book
have been bitter, unjust, untruthful, its
friends are proportionately warm and
zealous. The millions of copies in the hands
of the people have nearly all passed out
through the friends of the book, who, from
the love of the Truth, have given time and
energy for its wide circulation. While we
write these lines, we have knowledge of the
fact that approximately six hundred
Christian people from various walks of life
have "left all" earthly business and calling
and ambitions that they may glorify the Lord
and bless His hungry saints by putt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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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Volume into their hands. These include
doctors, schoolteachers, nurses, ministers,
barbers, mechanics-- people from every
walk of life who, touched to the heart
themselves with the love of God, are
anxious to pass the blessing on to other
hearts and heads.
The books are sold at a small price,
and these colporteurs who take them around
to the public are barely able to make their
expenses. They rejoice, however, all the
more if sometimes they have priv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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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counted worthy to suffer some
inconveniences and deprivations for the sake
of the Lord, the Truth and the Brethren. The
good work goes on, the Message of Life in
Christ passes from hand to hand. The
present output of this Volume is enormous.
May its blessing in future days be
proportionately as great as in the past. The
author and publishers cannot ask for more.
With very best wishes to all readers,
Your servant in the Lord, Charles
T. Russell. Brooklyn, N.Y., October 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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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의 연구
연구 1
기쁨의 아침으로 끝날 지상의 죄악의 밤

-눈물의 밤과 기쁨의 아침
-진리를 찾는 두 가지 방법
-여기에서 추적된 방법
-이 책의 범위
-경건한 성서공부와 위험한 추측습관의 차이
-예언의 목적
-두 가지 관점에서 본 현재 세계종교 상태
-이집트의 암흑 [출 10:21-23]
-무지개 언약 [창 9:13-17]
-의인의 길은 점진적
-대 배교의 원인
-종교개혁
-똑같은 원인이 참된 진보를 다시 훼방
-지식의 완전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

눈물의 밤과 기쁨의 아침
“여러 시대에 관한 신의 계획”인 이 연속연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질서를 지키는 신의 계획안에서 질서 있는 진전을 넌지시 알린다. 단 이런 견지에
서 우리는 신의 계시의 가르침들이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믿는다.
죄악이 묵인되어 있는 기간은 인류에게 이제까지 잊지 못할 캄캄한 밤이었다. 그
러나 메시아가 의의 태양으로 떠올라(말 4:2) 모든 사람 안팎에 충분히 그리고 분명
히 비쳐주어, 치료와 축복을 초래하면서, 그가 안내할 의와 신의 은총의 영화스러운
날은 눈물, 한숨, 고통, 병과 죽음 속에서 오랫동안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겪어온 두
려운 밤을 충분히 상쇠하고도 남을 것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
는 기쁨이 오리라.”(시 30:5)
모든 피조물들은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마치 본능 인 것처럼
황금시대라고 부르는 그 날을 기다리고 열망하고 있다. 아직도 여호와의 인자하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더듬어 찾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러한 시대의 가장 높은 관념은 장래에 실현될 실체 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다.
위대하신 창조자는 그의 피조물들이 깜짝 놀라고, 그들이 합리적으로 구하거나
바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풍성한 “기름진 요리로 연회”(사 25:6)를 준비
하시는 중이다. 그 창조자는 모든 기대 이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고 믿기 어려워하는 피조물들에게 설명하신다. “여호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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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에,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사 55:8,9)
이 책으로 우리는 관심을 갖고 편견 없이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제시
하고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일이
저자의 탁월한 지혜나 권능의 결과란 것은 단호하게 부인한다. 진실하고 마음이 청
결한 사람들이 이해할 때가 지금 도래한 “현재의 진리”(벧후 1:12)는 천년시대 날
의 새벽녘에 의로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드러내 주는 것이다.
회의론이 널리 퍼져있어 참 종교의 기초와 진리의 근거가 진실한 사람들에까지
종종 의문시 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
을 충분히 밝혀서 그 증언의 신뢰와 확신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납득이 되도록 노
력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불신자들의 흥미를 돋우고, 증명을 통하여 하나
님의 말씀을 근거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했다. 다음엔 바로 이 근거
위에 가능한 한 인간 판단력이 옳다고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서의 가르치심을
확립하려고 노력했다.
성경 말씀이 시종일관하고 조화된 계획을 드러낸다는 것이 이해가 될 때, 진실한
신앙인 모두의 마음을 틀림없이 얻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이 책은 서로 조화하
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조화하는 사고의 진로를 제안함으로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학도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바람에서 출판되었다.
성경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의 계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만일 성경말씀이 영감
에 의한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그 가르침도 그 말씀 자체와 그 말씀의
저자인 신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는 시종일관한 계획을 나타냄에 틀림없다는 것에
의심할 바 없이 동의할 것이다. 진리 추구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전체로
조화되는 신의 나타내신 계획을 획득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목표를 바랄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진리의 성령이 도래하면 여
러분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요 16:13)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찾는 두 가지 방법
탐구자로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여러 교파들이 제안하
는 모든 견해들을 조목조목 찾아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만을 가려 취하
는 방법(끊임없는 일)이다. 이 방법으로 마주칠 난관은 가령 우리의 판단이 편벽되
고 꼬이거나, 우리의 편견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여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러한 난관들은 우리의 옳은 선택을 방해하여 우리가 과오를 택하고 진
리를 거부할지도 모른다. 또 만일 우리가 이 방법을 채용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많
은 손해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를 찾고 그 진리의 빛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에
게는 진리는 점진적이고 완성된 날 까지 점점 빛날 것이지만(잠언 4:18) 여러 교파
들의 가지각색의 신조들은 고정되어 있으며 변함이 없고 여러 세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견해가 어떠한 중요한 점들에 있어서 서로 어긋나고
있는 까닭에 대부분의 과오를 포함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 방식은 어리둥절하고
혼동의 미로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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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은 모든 편견을 제거하고 다음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1)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계획 이상은 알 수 없다. (2) 마음
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다. (3) 열심히 그리고 진실하게 지도와 교훈을
찾는 사람들만이 여러 가지 주께서 주시는 도움을 이용함으로서 이해할 때가 올 때
위대하신 저자의 지도로 그것을 이해하게 하신다.(엡 4:11-16)
여기에서 추적된 방법
이런 연구자들 부류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책을 고안했다. 이 책의 참고 문들은
성서에 있는 예언의 성취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속역사가 인용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서만이 인용되었다는 것을 독자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현대 신학자
들의 증언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소위 초기교부들의 증언은 생략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제시한 견해에 동의함을 표명했으나, 우리가 믿기에 공
통결점은 사람들이 현재뿐이 아니라, 언제나 어떠한 교리를 믿는 이유는 그들이 신
용하는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파급하는 과오의 원인임이 분
명하다는 것은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과오를 믿고 그들의 양심을 따라 가르쳤다는
것이다.(행 26:9)
진리의 추구자들은 모름지기 그들의 그릇에 담겨있는 전통적 과오인 흙탕물을 쏟
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가득 채워야한다. 진리
추구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샘으로 인도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종교적 가르침에
중요성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책의 범위
전 성서와 그 가르침을 대체적으로 급히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너무 빈곤
하다. 그러나 분주한 현대생활을 유의하여 우리는 주제의 중점이 소홀히 되지 않는
한 짧게 다루려고 노력했다.
경건한 성서공부와 위험한 추측습관의 차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우리가 제안하고자 함은 내 비친 계획의 권능
과 조화와 여기에 제안된 성서적 확증들을 단지 이 책을 겉핥기식으로 읽음으로서
납득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어느 학문이나 그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밀하고 조직적인 연구가 필요하듯
이, 신의 계시도 이해하려면 면밀하고 조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책은
하나님께서 밝히신 진리들의 상설 일뿐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는 이 진리의 검토
가 어느 다른 책이 다루는 것과는 견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중으로 더 면밀하
고 조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는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많은 제목들-그중 에서도 특히 주님
의 재림과 신구약성서에 있는 예언과 상징들-을 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성
서 가르침의 아주 현저한 견해를 제외하거나 생략하는 따위의 신학학설은 아무 것
이나 제출되거나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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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가 믿기에는 상식이 인정할 수 있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역
사적 사실들로 미루어 예언과 다른 성경말씀을 진실히, 착실히 그리고 경건히 하는
공부와 신의 예언에 응용하게 될 때, 엉뚱한 학설과 막연한 공상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너무 흔한 관습에 따른 조잡한 억측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한 습관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개 예언의 연구자가 되기보다
는 예언자가 된다.
예언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목적을 연구하는 것처럼 숭고하며 숭고하게 만들어주는 일
은 없다. -“이런 일들은 천사들도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벧전
1:12) 하나님의 지혜가 현재와 과거의 선언뿐이 아니라, 앞날에 있을 예언을 주신
사실 자체가 마태복음 5장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데 충분하다고 말하며, 그들이 모
르는 것을 핑계하고 성경 연구를 소홀히 하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하시는 여호와의 책망이다. 우리는 또, 예언이 단지 앞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
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만 상상해서도 안 될 것이다.
예언의 목적은 명백히 하나님께 헌신한 자녀에게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함으로
서 바로 그 계획에 흥미와 동감을 갖게 하고, 오늘과 앞날의 일을 하나님의 견지에
서 고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주님의 일에 흥미가 있게 되면 단지
종복이 아니라, 자녀와 상속자로서 마음뿐이 아니라, 이해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하
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가 어떤 것일지를 알게 하면 현재의 상태
가 끼치는 영향을 상쇠 할 것이다. 주의 깊은 연구의 결과는 믿음을 강하게 하고
경건하게 되도록 북돋우지 않을 수 없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본 현재 세계종교 상태
죄악과 그 죄악의 영향에서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
하고, 이름뿐인 교회가 현재의 상태(육신상태)에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임무를 가졌다는 틀린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의 19세기에 걸쳐 복음을 전
도해 온 후 오늘의 세상 상태는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는 사려 깊은 사람들 마음속
에까지 심각한 의심들을 일으킬 정도이다. 이런 의심들은 진리 이외에는 무엇으로
도 쉽사리 극복되지 않는다.
실은 생각이 깊은 관찰자 모두에게는 둘 중에 하나가 명백하여 질 것이 틀림없
다. 교회가 현재의 상태(육신상태)에서 교회의 직책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전향시키
는 것이라고 상상하는 점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비
참한 실패를 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의 궁지를 우리가 믿을까? 둘째 것을 많은 사
람들이 믿었고, 의심 할 바 없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불신
앙의 견해가 은밀히 그리고 공공연히 커져간다. 이 둘째 것을 믿는 사람들을 도우
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들 중에 하나이다.
페이지 6에 도표는 “런던 전도협회”가 발행한 것을 나중에 미국에서 “여성 장로
교회 전도회”가 다시 발간한 것이다. 그것은 “외방 전도 직무를 무언의 호소”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사람들 가운데 주신 이름들 중 우리가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
름이 하늘 아래 없는” 유일한 이름에(행 4:12)무지함의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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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꾼 - 시카고의 “Y.M.C.A." 일간신문에 이와 똑같은 도표를 게재하고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세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어떤 사람들의 개념은 매우 어렴풋하
고 분명치 않다. 우리는 국내에서나 해외의 여러 곳에서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나
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드리고, 큰 금액을 이 복음 전도에 바치고 있
다는 훌륭한 부흥회의 소식을 듣고 있으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현재 통계적으로 예측한 세계 인구는 14억 2천 4백만이라고 하는데 이 도표를
보면 인류의 태반 -3분의 2 에 가까운 수 -이 완전히 미개인들이고 나머지는 대
부분이 모하메트 교도 아니면 큰 배교 교인들로서 그들의 종교는 거의 기독교화 된
우상숭배나 다름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거나 가르친다고 거의 말할 수 없는 정
도이다.
1억 1천 6백만의 이름뿐인 신교에 관해서도 독일, 영국, 미국에 있는 대부분이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미개인의 암흑 보다 더 짙은 암흑-에 빠져들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 관습을 통해 영적 눈이 멀어지고 극도의 무지함에 깊이 묻혀
있는지를 알아야한다. 그래서 8백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나사렛 예수를 거부하고 있
으며, 3억 이상의 주님의 이름을 지닌 교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변절했는데,
1억 7천만 이상이 모하메트 앞에 굴복하고, 인류의 방대한 나머지는 아직도 나무와
돌, 조상들, 죽은 영웅들이나 마귀 자체를 숭배한다. 모두가 어떻게든 해서 영원한
은총이신 만유의 하나님, 창조자 대신에 피조물들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다. 여기 이
러한 사실들이 사려 깊은 교인들의 마음을 슬프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까?“
이것은 참으로 슬픈 상황이다. 이 도표는 미개인들, 모하메트 교인들, 및 유대인들
수와 서로의 비례를 의미하지만 전부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너무 작 다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
기로는 그 반대이다. 이 도표는 이름뿐인 기독교를 가장 낙관적 상태로 보여준다고
본다.
예를 들면 1억 1천 6백만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발표 된 것은 실제 보다 훨씬 초
과하는 숫자이다. 우리가 믿는 바로 1천 6백만이 성인층이라고 자칭하는 교인들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까운 표시일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
하여 지고”, “육체가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고전 1:2, 롬 8:4) 1백만이 “적은
무리”(눅 12:32)라고 해도 훨씬 지나친 견적이 아닐까 두렵다. 마음에 새겨둘 것은
교인들 수를 세는데 항상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과 유아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특
히 유럽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다.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가장 어릴 때부터 교회인
들 수에 넣는다.
그러나 암담한 사태를 이 도표가 보여주고 있지만 타락한 인간성이 증거 하는 것
에 비하면 나은 셈이다. 위의 도표는 단지 현 세대의 인구만을 표시한 것이다. 우리
가 그 밖의 지나간 6천년 동안 거의 대부분이 같은 무지함과 죄악에 쌓인 막대한
수의 대중이 매 세기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어 간 사실을 다 고려한다면 사태는 이
보다 더 암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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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암흑 [출 10:21-23]
오늘날 여러 가지 신조들이 가르치기를 “사람들 가운데 주신 이름들 중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이 하늘 아래 없는” 유일한 이름(행 4:12)을 모르고 있
는 수십억의 인류가 영구한 고통으로 향하는 지름길에 서 있다. 그 뿐이 아니라, 비
단 1억 1천 6백만의 프로테스탄트 교인들도 아주 소수의 성인들을 제외하고는 마
찬가지 운명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운 일들이 신의 계획이요 목적이라
믿는 사람들이 전도 사업을 진척시키는데 열성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놀라
운 것은 그들이 그런 두려운 일로 격앙하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그렇다고 믿고 그
런 결론을 인정한다는 것은 삶에서 모든 기쁨을 빼앗을 것이며 모든 찬란한 인간성
을 어둠 속에 가릴 것이다.
우리가 미개인들의 운명의 문제에 관한 “전통적인 관행”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도표를 만든 “해외 전도 사업에 관한 무언의 간
원”이란 팸플렛을 인용한다.
“하루에 10만 명의 비율로 그리스도가 없는 낙심 속에 죽어 가는 10억의 인구인
해외의 막대한 세대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으로 문장을 끝내었다.
무지개 언약 (창 9:13-17)
그러나 이것은 인간 신념의 견해에서 보는 암담한 전망이긴 하나 성서는 더 빛나
는 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비춤을 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계획이 도대체 이런 실패로 끝나거나 실패로 끝나
게 예정되었다고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난처한 자녀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바로
이러한 흑암의 사태와 치유에 관한 예언을 알게 되면 위안이 될 것이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고, 흑암이 나라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네 위
에서 여호와가 빛나고, 네 위에서 그의 영광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여러 나라 사람
들(이방인들)이 정녕 너의 빛으로 올 것이다.”(사 60:2,3) 이 예언에서, 무지개 언
약(창 9:13)이 엄청난 암흑(무지함)을 밝혀준다. “여러 나라 사람들(일반적으로 지
상 국민들)이 정녕 너의 빛으로 올 것이다.”
지속되는 고생과 세상의 어두움, 그리고 더디진 진리의 진척이 교회에게 수수께
끼가 되었을 뿐이 아니라, 세상 자체는 그 사태를 깨닫고 감지했다. 이 어두움은 마
치 이집트 땅을 덮었던 흑암(출 10:21)과 마찬가지로, 감지할 수 있는 어두움이 현
재까지 있었다. 이 증거로서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일간신문에 났던 다음 글귀의
정신을 주시해 보기 바란다. 여러 가지 신념의 모순되는 신조로 악화된 의심과 암
담함이 하나님 말씀에서 직접 오는 신의 진리의 빛으로도 작가의 마음에서 아직 없
애버리지 못했다.

“생명”! 큰 신비!
유력하신 솜씨로 만드신 이 빈약한 진흙,
하나님께서 무슨 필요가 있으실 까고 누가 말할까?
마음, 물질, 정신, 완강한 의지
죽기 위하여 낳은. 틀림없는 운명(죽음).
그럼 어디로, 오오! 어디로 숨이 날아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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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죽고 오랜 고생을 겪은 셀 수 없는 무리 중
단 하나도 거대한 계획 -당신과 나의 것, 그 미래 을 알려주려고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길을 지도해주는 새 빛을 간청합니다.
믿음으로가 아니고 더 밝은 시각으로
밤의 어두운 구름들을 쫓아 버리도록
이 의심, 이 불안, 이 떨리는 무서움,
이곳에서 우리의 축복을 망치는 생각.
이 미심쩍은 마음은 헷갈리게 하는
무조화의 교파들과 학교들이 그들의 권한으로
이성을 속박하려고 가르치는 당시의 교리를
더 대담한 권한으로 거부한다.
우리는 당신을 당신이심인 대로 알려고 애 씁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자리
다음엔 우리가 이 거대한 계획에 참여 할 역할,
무한하신 창조자와 인간.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하는 베일을 걷어 주시고
다시 한번 명하시기 원합니다. “빛이 있어라”
당신의 왕권의 비밀을 알려 주시기를,
우리는 어둠 속에서 미지의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답변한다.드러난 생의 신비는 이윽고 말하리라
하나님은 이 빈약한 진흙에 어떠한 즐거움을
가지시는지,
유력하신 솜씨로 만드신 진흙,
당신의 형상대로 새겨지고-마음과 의지,
죽기 위해서 낳는 것이 아니고-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 탄생
죄의 선고를 패배시키고-“세상에서 세상으로”
왜냐하면
살다죽고, 최대로 고생을 겪었든 셀 수 없는
무리 중 한 분이 죽음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당신과 나의 것, 그 미래을 증명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말씀이 우리 길을 안내해주는 새 빛을 밝혀 주신다.
지금은 믿음에 근거하나 시각으로도 확실히,
밤의 어둔 구름들 -그 의심, 그 불안, 그 떨리는 무서움,
우리의 축복을 망친 생각을 쫓아 버리신다.
주님이시여 헷갈리게 하는 교파들과 학교들이
그들의 권한으로 이성을 속박하려고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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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교리를 더 대담한 권한으로
거부하는 이 마음들이 지금 곧 구합니다.
당신을 당신이심인 대로 구하고 알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 있을 우리자리
다음엔 우리가 이 거대한 계획에 참여 할
무한하신 창조자와 인간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베일이 걷혀 만세로부터 감춰진
영광스러운 왕좌의 비밀을 완전히 나타내어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다.

신의 목적의 드러남과 신의 말씀이 감춰져 있다가 밝혀짐으로 이런 축복이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그 축복과 숨긴 것을 드러내는데 이 책이 한 몫을 차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한다.
의인의 길은 점진적
인간의 단순한 추측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너라, 우리가 우리사이에
문제를 바로 잡자.”(사 1:18)라고 하신 말씀을 이용하라고 우리를 청하심을 무시하
지 않고, 성서를 연구하는데 시간을 바치는 사람은 축복된 무지개 언약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발견 할 것이다. 사람들이 믿음 없이,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
정”되지 않고 진리를 똑똑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진리는 그
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시편의 작가가 말하기를, “의로운 자를 위하여
빛(진리)이 번쩍인다.”(시 97:11)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는 그 빛이 암흑의 태반을
그의 길에서 쫓아버리게 하는 등불을 주신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시 119:105) 그러나 그 빛은 단지 “의로운 자들의 길”만이 “밝은 빛
과 같으니, 완성된 날 까지 점점 빛날 것이다.”(잠 4:18) 실제로는 의로운 사람은 하
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롬 3:10) 여기서는 말하는 부류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롬 3:28, 5:1) 계급이다. 그러므로 “점점 빛나는” 길로
걷는 것은 이 계급만이 갖는 특권이며, 오늘날 밝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뿐이
아니라, 앞으로 올 일도 깨닫기 위해서이다. 모든 믿는 사람 각각의 길이 빛난다는
것이 진실이지만 이 진술의 특별한 적용은 한 계급으로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
된” 의로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이스라엘 조상들, 예언자들, 사도들, 성도들은 점점 밝아지는 빛
가운데서 걸었다. 그리고 이 빛은 현재 그 이상으로 “완성된 날까지” 계속 밝아 질
것이다. 믿음의 길은 그치지 않는 한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치지 않고 밝아지
는 한 빛은 이해할 때가 다가오는 정도에 맞게 밝혀주시는 기록된 신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 달성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 너희 의로운 자들아, 여호와 안
에서 기뻐하라.”(시 97:12)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약해서 더 밝은 빛을 기대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들의 불성실과 무관심 때문에 그들을 어두움 속에 남아 있게
내버려두셨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밝아지는 빛 가운데서 걸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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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을 것이다.
교회를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요 16:13)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
하지 않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서는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딛후 3:15),
아직도 “어두움이 땅을 덮고, 흑암이 나라들을 덮을 것이다.”(사 60:2)라고 하신
말씀이 진실이지만, 이 세상이 언제나 이 처지에 남아있지 않는다. “아침이 올 것이
오”(사 21:12)란 말씀이 우리를 확신시킨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연의 태양을 악한
사람들에게나 선한 사람들에게 비취게 하시는(마 5:45)것같이, 천 년 시대에 온 세
상이 이익 되게 의로운 태양을(말 4:2) 비취게 하셔서, “그가 어둠에 음밀한 것들을
밝히실 것이다.”(고전 4:5) 의로운 태양이 불쾌한 악을 일소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건강, 평화, 기쁨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보면 빛이 비치었지만 희미하였다는 것을 발견한다. 과거
여러 시대에 관한 언약들이 희미하고 불분명하였다. 아브라함과 다른 이들에게 세
우신 약속,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 율법과 규례 가운데 전형적으로 표시된 약속들은
단지 그림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기묘하고 은혜로운 구원계획의 희미한 개념만을 주
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자 이 빛이 밝아진다.
그 당시까지, 기대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구하실
구세주를 모셔오고, 이스라엘을 땅에서 택한 나라로 높이셔서, 권세와 권능의 위치
에서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대리로 그들을 이용하실 것이다. 하
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권을 받는 제안에서 요구하시
는 조건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매우 다르고, 약속하신 고귀함을 도대체 얻을
수 있는 선정되고 있는 계급의 전망이 외견상으로 보거나 인간의 판단으로는 너무
참말 같지 않아, 소수를 빼고는 모두 약속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
행되고 있는 과정에, 이 전갈(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권을 받게 되는 제안)을 믿음
을 행사함으로서 충실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그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로 간
주될 하늘 아래 만민에게 퍼뜨리기에 적절하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에서 같이
나누는 기회로 그들을 초대하기에 적절한 기약이 이르렀을 때, 전갈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반감은 자연히 증대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오순절 후에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을 때, 교회
가 알게 된 것은 세상을 위한 복들은 지속되는 성질이 있다는 것과 이 목적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일 것이라는 것과 영적 왕국은 유대인이나 이
방인 가운데서 영적 본성과 권능으로 높이기 위하여 선택한 “적은 무리”(눅 12:32)
인 참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에 빛을 비추셨습니다.”(딛후 1:10)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 시대 이
후 예수님이 그럴 것이라고 예고하신 대로, 빛이 아직 더 밝게 빛나고 있다. 말씀하
시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 아직도 많으나 지금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그가 도래하면 여러분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이며.......다가오는 일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것입니다.”(요 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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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배교의 원인
그렇지만 사도들이 죽어 잠든 후, 교회 대다수가 등불을 무시하고, 인간교사의 지
도를 기대하기 시작 한 때가 왔다. 그리고 교사들은 자만심을 일으키고, 칭호를 취
하고, 지위에 취임하고,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점차 “성직자”라고 부르는 특별한 등급이 생겼다. 그 들은 하나님 말
씀은 제쳐놓고, 믿음과 실행으로 인도하는 지당한 지도자들로 스스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들을 그렇게 여겼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오류
를 범하기 쉬운 인간의 가르침을 지나치게 존중함으로서, 머지않아 대 교황제도가
진전되었다.
종교개혁
진리를 무시함이 가져온 결과는 진실로 심각한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미 누
구나 다 알고 있듯이 교회와 문명세계는 둘 다 거의 완전히 그 제도의 노예가 되었
고, 인간의 전통과 신조를 숭배하도록 이끌렸다. 이런 노예상황에서 자유와 성경을
위하여 대담하고 복 된 항변을 했는데, 이것이 이미 알고 있는 종교계획 이다. 하나
님께서 그의 말씀을 위해서, 대담한 투사들을 세우셨는데, 그들 중에는 Luther,
Zwingli, Melanchthon, Wycliffe, Knox,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교황제도가 성경을
제치고 교회의 신조와 교리를 대용하였다는 사실에 주의를 끌었고, 그들의 가르침
들이 진리에 반하여 전통에 의거하였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과 상치되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잘못된 몇몇 가르침들과 실행들을 지적하였다. 이 개혁자들과 신봉자들이
교황제도를 항변(protest)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믿음과 실행의 옳은 권세라고 단언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신교도들(Protestants)이라고 불렀다. 종교계획 시대에 믿음
이 있는 많은 각 개인이 그 당시에 비췬 빛 안에서 행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프로테스탄트가 조금밖에 진보를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
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튼 소
리를 쫓는(딛후 4:3,4)것을 기꺼이 여기고, 그 이상에는 눈을 감고 더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진리 -그것도 “모 교회”에서 가지고
온 과오-를 에워싸고서 진리에 대한 그들의 진보를 제한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처럼 여러 해 전에 형성된 신조들에 대해 미신적 숭배를 갖고 있으며 종교개혁자
들이 그 당시에 겨우 납득하였든 하나님의 계획밖에는 오늘날 더 이해할 수 없다고
상상한다.
똑같은 원인이 참된 진보를 다시 훼방
이 과오는 타격이 큰 과오였다. 왜냐하면 오직 극히 소수의 진리의 원칙들만이
종교개혁 당시에 과오에서 되찾은 사실 외에, 항상 밝혀질 예정 시기가 되고 있는
진리의 특수한 단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기독교인들은 신조의 장벽 때문에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노아 홍수가 올 것이다라는 예고는 노아 시대의 하나의
진리였고, 그 당시에 빛 가운데 걷고 있는 모든 사람의 믿음을 요구했던 진리였다.
그런데 아담과 다른 사람들은 홍수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누가 홍수가
오리라고 예언하는 것은 오늘날에 해당하는 진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항상 밝혀
질 예정 시기가 되는 다른 경륜의 진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등불 가운데 걷고 있다
면 각 시기에 맞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백 년 전에 알맞았던
빛을 전부 다 가졌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뚜렷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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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길에 나선 갈망하는 순례자들에게는 굉장한 영의 양식의
곳간이다. 갓난아기들을 위한 젖이 있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에 속한 것이
다(벧전 2:2, 히 5:14).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시기와 필요조건에 순응하는
양식을 포함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실한 종은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들
을 위하여 적절한 때의 양식을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꺼내 와야 한다고 하
셨다.(눅 12:42, 마 13:52) 이러한 양식들을 종파적인 신조나 그들의 곳간에서 꺼
내 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우리가 “옛것”과 이로운 것들을 얼마큼은 종파적인
신조와 그들의 곳간에서 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것”은 전혀 없을 것이다.
여러 종교 교파들의 여러 교리들에 내포된 진리는 과오로 덮이고 섞여져서 고유
의 미와 진가의 유용성이 식별되지 않는다. 여러 교리들은 항상 모순되고 불일치하
다. 그리고 제각기 성경기준이라고 주장하는 까닭에, 사고의 혼동과 뚜렷한 불일치
는 하나님 말씀의 증거로 돌린다. 이것이 일반의 속담을 낳게 했다. “성경은 어느
곡조로도 연주할 수 있는 낡은 바이올린이다.”
이 속담은 우리시대의 불신앙을 얼마나 완벽히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람의
관습에 하나님 말씀과 성품의 그릇된 설명과 아울러 다시는 같은 인간의 의견을 맹
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미신적 숭배를 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를 요구할 발달하는 지성에서 시작되었다.
충실한 성경학도는 항상 자기 속에 있는 희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지혜롭게 하고, 가르
치고, 책망하고, 사물을 바르게 잡고 의로 징계하는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
님의 사람이 온전히 유능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완전히 갖추게 해 줍
니다.”(벧전 3:15, 딛후 3:15-17) 오직 이 곳간만이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들을
위하여 적절한 때에 맞는 양식인 새것과 옛것의 공급을 무진장으로 담고 있다.(마
13:52, 24:45) 틀림없이 누구나 “의로운 자들의 길은 밝은 빛과 같으니, 완성된 날
까지 점점 빛날 것이다.”(잠 4:18)라는 성서의 구절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원
만한 날이 루터(Luther)때 왔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다
면,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으로서 우리의 등불
에 유의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벧후 1:19)
우리가 지금 빛의 길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자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서 걸어” 계속 진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빛이
지나가서 우리를 어둠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서 곤란은 그들이 앉아
있기만 하고 빛의 길을 계속 쫓아가지 않는다. 용어 색인에서 앉다와 서다라는 용
어들 밑에 있는 본문들을 검토하고, 다음에는 그 본문들과 걷다 와 뛰다 라는 용어
들 밑에 있는 본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큰 대조를 발견할 것이다. (인간이) “어
두움 속에 앉다”는 “오만 한 자”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다”와 결부 되어있는 것을
발견 할 것이고, “빛 가운데 걷다”는 “상을 위하여 뛰다” 와 결부 되어있는 것을 발
견 할 것이다.(사 42:7, 시 1:1, 히 12:1, 빌 3:14)
지식의 완전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
지식의 완벽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미래의 일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아침에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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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기 전에는 새로 전개하는 아버지의 계획을 이해하고 기대
하도록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사실 우리는 아직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나 우리들 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계획에 관계있는
진리를 지정된 때의 기한이 차는 대로 빨리 기독교 시대를 통하여 모든 교회와 우
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변자들로서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사도들이 적지 않게 증명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신성
한 비밀이 지정된 때의 기한이 차기까지 깨달을 수 없는 비유로 기록하게 하셨지
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오직 기독교 시대의 믿는 자들만을 위
해서 계획된“위로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마음속에 예정하시
고, 전에는 알게 해 본적이 없던 그의 뜻의 신비를 기독교 교회에게 알리셨다.(엡
1:9,10,17,18, 3:4-6, 빌 3:14)
이 사실은 분명히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이 전달한 예언들의 뜻을 그 자신들이 이
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들이 예언의 뜻을 천사들도 갈망하여 살펴보기
를 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밝히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예언들 속에 감추어진 진
리들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시대의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
하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에게 아직 더 이상의 은총(은혜, 복)과 하나님의
계획의 더욱 많은 지식을 원하라고 권하였다.(벧전 1:10-13)
예수께서 교회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 하셨지만, 점진적으로
진전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사도들의 생애에 교회에는 교황제도 밑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된 많은 과오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초기교회가 하나님의 계
획을 오늘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깊이 그리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고 상
상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도들의 글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으로 된 것
이고 선지자들의 예언만큼 참되지만, 사도들 각기 하나님의 계획을 통찰하는 정도
가 다르다는 것도 분명하다. 지식의 차이를 실례로 들기 위해서는 처음 복음이 이
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였을 때 바울을 제외하고는,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이
한 때 주저하는 과정만을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행 10:28, 11:1-3, 갈 2:11-14) 베드
로의 불확실은 바울이 선지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과거의 처사들과 직접 자신에게
보여주신 계시들로 영감을 받은 그의 확신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바울은 분명히 어느 제자보다 더 많은 계시들을 받았다. 이 받은 계시들을 그는
교회에 알리거나, 다른 제자들에게까지도 완전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알리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고후 12:4, 갈 2:2). 그러나 우리는 온 교회에게 주는 취지를 바울
에게 준 환상들과 계시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바울이 자기가 본 것을 입 밖에
내거나, 또 “이제 올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그가 아는 것을 모두 상
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가 본 것들이 의미의 충격, 미세한 구별 짓기,
깊이를 그의 말에 가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난 사실들과 성취된 예언들과 성령의
인도로 미루어 우리는 초기 교회들이 이해할 수 있던 것 보다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전술의 확인으로 서력 96년에 기록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상기한다. 그 머리말에, 이 계시록이 전에 이해되지 못했든 사정의 특별계시라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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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이 말은 적어도 그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한다.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이 책의 이름(전개, 계시)이 의미하는 만큼
전부가 밝혀져 본 적이 없다. 초기교회에 관해서는 계시록의 어느 부분이든지 아마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묵시를 본 요한조차도 아마 그가 본 것들의 의미
를 몰랐을 것이다. 그는 예언자인 동시에 사도였다. 사도로서는 그는 그 당시에 “적
절한 때의 양식”을 이해하고 가르쳤지만, 선지자로서 그는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
들을 위하여 미래에 맞는 “양식”이 될 사정을 말하였다.
기독교 시대 간에 어떤 성도들은 이 상징적인 책을 신중히 고려함으로서 교회의
미래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다만 부분이라도 읽고 이해한 사람은 의심 없이 누구나
약속된 대로 복이 되었다.(계 1:3)
그 계시록은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펴졌고, 종교개혁 때에는 교황제도가 사도 바
울이 언급한 대로 참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판정함에 있어서 교황제도의 성실한 성
직자였던 루터(Luther)에게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그 계시록의 매우 큰 부분이 거
짓 그리스도의 역사로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서서히 그의 진리를 밝히시고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
타내신다.(엡 2:7) 따라서 이전의 교회역사의 어느 시대 보다 훨씬 더 밝은 빛(진리)
을 밝힐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여전히 새로운 미를 우리는 볼 것이다.
여전히 밝아지는 빛을”

지적인 창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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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으로 지적인 창조자의 존재의 확립

-성서를 떠나서 본 증거를 이성으로 검토
-지지할 수 없는 이론
-이치에 맞는 이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냄
-이치에 맞는 추론

성서를 떠나서 본 증거를 이성으로 검토
다만 회의론자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
는 것으로 미루어, 이치에 맞고 공평한 조사를 하면 편견 없고 지능 있는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직접계시가 없이는 인간
은 진리를 오직 추정하고, 불명료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선 성경을 떠나서 이성만의 관점에서 사항들을 살펴보자.
망원경이나 육안으로 하늘을 주시하고 창조의 광대함, 그것의 균형, 아름다움, 질
서, 조화와 다양성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직도 이들의 창조자가 지혜와 권능에
있어서 그의 광대하게 우월하신 존재임을 의심하거나, 그러한 질서가 창조자 없이
우연히 생겼을 것으로 잠시나마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이 그런 자를 일컬어
이성을 무시하거나 이성이 결핍된 어리석은 자로 당연하게 간주하듯이, 그는 지금
까지 판단력을 잃거나 무시해 왔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한다.”(시 14:1, 53:1) 이런 질서들은 유능한 원인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스스로
명백한 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질서가 일어났든, 모든 이성적인 생각이 반드
시 결론을 내려야함과 같이, 적어도 그만큼 성경은 진실하다. 한 그루의 나무와 한
송이의 꽃까지도 이 제목에 대해 충분히 증언을 표출한다. 복잡한 구조, 절묘하게
아름다운 모양과 짜임새하며 각기 인간보다 높은 지혜와 솜씨를 표현한다.
인간의 기술과 재간을 자랑하고 자연의 질서, 획일, 조화를 단순히 우연으로 돌리
는 것과 한편으로는 지적인 입법자가 자연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자
연 법칙은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선견지명이 없는 불합리함인지 모른다.
지적인 창조자를 부정하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자연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며, 자연에서 모든 형태의 동물들과 식물들의 진화가 지적 존재의 지휘 없이 진
화과정 중에 “적자생존”으로 지배되어 진행한다고 한다.
이 이론은 증명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주위에 여러 가지의 피조물들은 고
정된 본질의 것들이고, 더 높은 본질들로 진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고, 이 이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풀이하여 실험을 해 왔지만 그들
은 한 번도 성공적으로 다른 종들을 혼합하거나 새로 고정된 다양한 품종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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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 종류의 피조물이 딴 종류로 변형한 실례가 없다. 지
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이 지느러미를 잠깐 날개와 같이 사용하여 물 안에서 밖으
로 날을 수 있고, 개구리들이 개골개골 울 수는 있으나, 그들이 새들로 변형되었다
는 것은 결단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리고 짐승들 중에 원숭이들은 사람과 약간 비
슷한 면도가 있지만 사람이 이런 동물에서 진화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이에 반하여 같은 종에 속하는 다른 품종들은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종들을 혼합시키거나, 한 종류가 다른 종에서 진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것을 연구들은 증명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당나귀와 말이 서로 닮았더라도 관
계가 있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말과 당나귀에서 태어난 잡종은 불완전하
고 그 어느 쪽으로든 번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지할 수 없는 이론
지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고정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물론 만일 지
성이 없는 자연이 창조자이거나 진화시키는 자라면 자연이 진화과정을 계속 할 것
이고, 고정된 종(species)들 같은 그런 것 따위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진화
가 현재 실제로 나타날 것이고 주위에서 물고기가 새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들이 되
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것이다. 지성이 없는 권능이 지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했다
고 하는 이론은 성경에는 물론, 인간 이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짓는
다.
인간
심각한
본질과
는다는
있지만

창조를 제외한 진화과정에서 이루어진 창조에 관한 한 가지 이론에 우리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진술 한다: 이 이론은
종(species)에 관한 한 현재의 가지각색의 종들이 고정 되어있고 변하지 않
것과 현재의 본질들의 표준이 훨씬 높고, 완전에 이르기까지 발달할 수는
이 종들이나 본질들은 언제까지나 같을 것임을 가정한다.

이 이론은 더 나아가서 이 고정된 종들은 어떤 것이나 최초부터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고 까마득한 옛날에 흙에서 진화되었고, 한 가지 형태에서 또 다른 형태
로 점진적인 과정을 밟아서 진화되었다는 것을 가정한다. 음식의 변화나 기후의 변
화들이 진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진화들은 신께서 제정하신 법 아래에서,
현재 우리가 보는 고정된 종들이 확립될 때까지 계속 해왔을 것이다. 이 점에서 어
느 모로 보나 창조자의 궁극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변화는 불가능하
다. 동식물들의 여러 가지 과가 각각 진보한다거나 퇴화할 수는 있지만, 어떤 동식
물들이든지 다른 과(families)나 다른 종(kinds)으로 변화된다거나 그와 반대로 다
른 과나 다른 종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과든 그 고정된 본질자체의
완전에 달할 수는 있어도 본질에 관해서 창조자의 의도가 달성되고 나서는 다시는
이런 점에서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치에 맞는 이론
현재의 고정된 품종(varieties)들의 유래인 최초의 동식물들이 인간 창조 이전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독자들을 위하여 말하는 것은 변형들, 이를테면 풀쐐기가 나비로 변형하는 것은 본질의
변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풀쐐기는 단지 애벌레가 나비의 알에서까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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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멸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땅속의 깊은데서 발견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동식물
들의 해골들과 화석들은 이 이론을 뒷받침한다. 이 견해는 창조주께서 인간을 그의
지적, 도덕적 형상으로 직접,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며 나머지(사람 이외)의 창조 과
정에서 필시 일반적인 진화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
시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 이 견해는 지적인 존재이신, 신이 자연을 정리하시고,
그 신이 자연의 첫 번째 원인이었다는 것을 현재의 상태의 자연이 가르친다는 성경
의 주장을 결코 무효화하지 않고 도리어 지지 할 것이다. 그런즉, 인간 이성으로 하
여금 최선을 다 하여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연 법칙을 정당히 믿으면서, 알려진 사
실을 이치에 맞고 정당한 원인들로 추적토록 하자. 그러나 자연의 모든 복잡한 자
연 법칙 뒤에는 위대하신 창조자이시며 지성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
다.
그러면, 우리는 지성적인 창조자의 존재는 명백히 확증된 진리라는 것을 주장한
다. 그 증거는 우리 주위에 흩어져 있다. 실로 우리 속에도 있다. 우리는 신의 제작
품이고, 우리의 마음과 몸의 모든 능력은 이루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신
의 솜씨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엡 2:10) 하나님께서는 역시 자연의 설계자이시
고 창조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자연법칙과 우리가 보고 감탄하는 그의 운영의 미와
조화를 명하셨고 확립 하셨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그의 지혜가 계획하셨고, 그의 권능이 우주를 떠받치고 통치하시며 그의 지혜와
권능을 우리의 것과 견주어 볼 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능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는 본능적으로 예배드리고 경모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에 상당하는 자비심과 선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
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는 것은 다만 그
의 전능하신 권능을 두려워 할 뿐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권능, 지
혜를 증명하는 똑같은 증거로 우리는 역시 충분히 확신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
재하신다는 것과 그의 권능과 지혜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다는 결론을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뿐이 아니라, 이성으로 제일
웅대한 피조물이 창조자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결론을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열등하듯이, 인
간들 중에서 최대로 표현되는 자비심과 공정은 창조자의 것에 비교하여 그 범위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열등하다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위대
하신 창조자의 성품과 속성들을 지적인 시각으로 생생하게 그린다. 그는 지혜로우
시고 공정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시고 강력하시다. 그리고 그의 속성들의 범위는 당
연히 그의 제일 웅대한 피조물의 범위 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창조자의 존재와 성품에 관하여 이 이치에 맞는 결론
에 달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문의해 보자: 이러한 존재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
하여야 할까? 이러한 속성들의 소유는 합리적으로 그 속성들이 행사되고 사용되는
것을 입증한다고 응답한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의 본성과 조화되어 지혜롭게, 공정
하게, 자비롭게 사용됨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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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때문에 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권능의 작용이 무엇이든 간에, 최후
의 결과는 그의 본성, 성품과 틀림없이 일치하고 각 단계는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
승인됨이 틀림없다.
우주의 창조와 지구의 놀라울 만큼 다양한 품종들의 창조 가운데 명백히 표시되
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권능의 행사보다 더 이상적인 것이
있을 수 없다. 이성과 판단력을 부여받았고, 인간의 창조자의 일을 감사할 수 있으
며, 창조자의 솜씨, 즉 창조자의 지혜, 공정, 권능과 사랑의 솜씨를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이러한 인간의 창조보다 더 이상적인 것이 있을 수 없다. 이 모두
가 이성적이고, 모두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들과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
이치에 맞는 추론
이제 마지막 명제를 다루게 된다. 이렇게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존재인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계획을 감사할 수 있는 인간 피조물을 창조하셨으므로, 그
인간 피조물의 욕구를 충족케 하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과 공정으로 감동되셔서 어
느 정도의 계시를 주시리라고 상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의 목적과 그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실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 이에 반한 질문은, 그
러한 창조주가 인간 피조물을 만드시고, 미래를 향해 추구하려는 이성의 힘을 주셨
으나, 그러한 갈망을 충족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의 계획을 아직 나타내어 주시지
않는다고 상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방침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고, 공정과 사랑으
로 지배되는 지당한 방침과도 모순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일 신의 지혜가
인간에게 그의 미래 운명의 지식과 창조자의 계획에 그의 참가를 부여하는 것이 부
적합하다고 결정하였더라면, 신의 사랑은 물론 신의 공정은 인간이 의심과 공포와
무지로 항상 고통과 당혹에 시달림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인간의 능력을 아주 제한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결과로, 신의 권능이 그러한 제한된 조건
하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인간이 그의 창조자의 시인된 성품과 관련하여 얻은 신의 계획의 계시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가 승인하는 대로 그러
한 때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계시를 주시리라는 것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이런 고려들로 미루어 비록 우리가 성경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
도, 성경이 계시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계시를 어느 정도 기대하고 주시하도록 이성
이 우리를 이끌 것이다. 더 나아가서 광대한 행렬에서 천체와 체계가 시간과 공간
을 지키는 것처럼 일반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주의하면, 지진, 큰 회오리바람, 등과
같은 보다 작은 불규칙한 변화들은 단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하는 작용이 현재에 완전치 않다는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밖에 없다. 왜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를 어느 정도의 설명과 더불어, 모두가 하늘에
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상에서 마침내 완전하고 조화될 것이라는 확신은 이성을 소
유한 사람들로서 요구하기에 당연하고, 지혜와 권능과 자비를 나타내신 창조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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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심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계시가 그러한 확신과 설명을 포함
할 것을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인류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계시를 기대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을 확
립하였으므로, 바로 그러한 계시라고 주장하는 성경의 보편적 특성을 다음 장에서
우리는 검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만일 성경이 위에서 먼저 고려된바와 갈이 이성이
지시하는 것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면, 성경이 필요하고 당
연히 기대되는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라는 것을 성경이 자체증명 한다고 우리는 결
론을 지어야 할 것이고, 다음엔 성경의 증언이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라고 받아 들
여야 할 것이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완전히 그 진가가 인정될
때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성품- 이성이 우리에게 확신하기를 지혜, 공의, 사
랑, 권능에 있어서 완전하심- 과 조화 할 것이다.

너희 호기심들, 널리 배회하며.
피조물의 경탄을 뒤따르는,
너희 하나님의 발자취를 고백하고,
그에 앞에서 그를 경배하고 찬미하라.
“주님, 하늘이 당신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모든 별 가운데 당신의 지혜가 빛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당신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더 공정한 말씀에서 당신의 이름을 읽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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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 위에 햇빛
“게다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믿음 없는 비평가는 외친다,
비웃는 입술과 지혜롭고 처세술에 숙련된 눈으로,
“요새에서 요새로 주둔지에서 주둔지로 반복하며
전쟁 북 소리로 끊임없는 도전을,
그리고 초록 땅 사방에 교회 종소리에 맞추어,
야영지의 아침 기상나팔이 시간을 지키는 동안에,
무장하고 있는 세상 한 가운데에 평화를 꿈꾸는 것이.
성서의 권리로 칼이 보습으로 변경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피의 포도주로 취한 국가들은
형제의 관계를 맹세하기 위하여 비틀거리며 나아간다,
아버지 마태의 부름을 응답하는 술고래 같이.
*

*

*

*

“군사령관을 바리케이드로 제지하라
“올리브 잎”과 결심으로 만든 바리케이드로.
예리한 성서 본문으로 총구를 막고, 희망을 가지라
공허한 노래로 함선이 뒤집어 지기를.
여전히 전쟁의 영광과 화려한 행렬은
그들의 수행원을 데리고 외치는 수백만을 끌어드릴 것이다.
여전히 우울한 노동자는 헤어지는 용감한 군인에게
그의 모자를 벗고 여자의 손수건을 나부낄 것이다.
여전히 시인은 용기를 돋우기 위해 그의 시에 곡조를 부칠 것이다.
여전히 영웅 숭배는 강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
장밋빛의 단정한 검은담비 가운을 입은 성직자는
유발케 하는 포도주를 세 번째 병을 마시면서,
깃 달고 칼 찬 청중들에게 증명할 것이다
사랑의 법칙에 일치하는 그들의 직업을.
그리고 교회는 나라를 위하고, 나라는 교회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그리고 둘 다 힘만이 정의라고 동의한다.
이와 같은 경멸에도 불구하고, 오, 충실한 몇몇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이 참됨을 대담하게 신봉하고,
그들의 맑은 눈 같은 믿음은 우리의 사악한 시대를 초월하고,
현재의 범죄의 황야를 지나
초록 옷으로 단장된 고요한 미래를 보며,
양털 얼룩진 산과 그 사이 맑은 시내는
의무가 밟으라고 명한 진로를 여전히 계속 걷는다.
비록 세속의 지혜가 신중한 머리를 흔들지라도
회의론자의 경멸의 맞이함 없이는,
어느 진리도 하늘에서 우리 땅위에 내리지 않는다
공통으로 만물 위에 이슬과 햇빛이 내리고 비치는 것처럼
하늘의 축복이 내릴 때 까지 부인당하고 조롱당한다.

휘 티 어(Whit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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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
성경은 신의 계시임이 이성으로 보임

-성경의 주장과 신뢰성의 그 표면상 증거
-성경의 오래됨과 그 보존
-성경의 도덕의 영향
-저자들의 동기
-저술의 대체적인 성격
-모세가 쓴 책들
-모세 율법
-모세가 세운 정부의 특성
-모세의 정부는 성직의 제도가 아니었다.
-시민 통치자들을 위한 교훈
-율법 앞에 빈부는 평등함
-사람들 권리에 참견을 대비한 보호
-성직은 특전을 받는 계급이 아님, 어떻게 유지 되는가?
-외국인, 과부, 고아와 종들의 압박을 대비한 경계
-성경의 예언자들
-율법, 예언자들과 신약 성경 저자들 사이 합일에 어떤 공통적인 유대가 있는가?
-기적들은 불합리하지 않음
-이치에 맞는 결론

성경의 주장과 신뢰성의 그 표면상 증거
성경은 문명과 자유의 횃불이다. 비록 위대한 정치가들이 대체로 성경을 지지하
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심하게 잘못전하는 불일치한 신조들의 각종 색안경을 통해
서 성경을 대할지라도, 그들은 성경이 사회에 주는 좋은 영향은 인정했다. 성경애호
가들 중, 성경을 위하여 목숨을 내 던질 만한 많은 성경애호가들이 고의는 아니지
만, 비참하게도 그 중요한 오래된 책을 잘못전달 했다. 그래서 성경애호가들이지만
그들의 선조의 전통을 통해서 받은 오래 숭배해오든 성경 진리의 그릇된 개념을 성
경이 찬성한다고 주장함으로서 성경의 적들보다 더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일깨서 그들의 신조를 재검토하고, 더 분명한 진리의 지식
을 갖게 되어, 성경의 적들의 무장을 해체, 즉 성경을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
케 함으로서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를 원한다!
자연의 지식이 자연이 첫 번 계시하는 것 보다 하나님의 최대한의 계시를 기대하
도록 우리를 인도하므로, 이성적이고 생각하는 마음은 신의 계시라고 의미하는, 그
러나 그러한 주장의 진실함의 온당한 피상적 증거를 지닌 어떤 것의 주장을 고찰하
도록 준비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것의 주장들의 개연적인 정확성에 대해서 충분한 표면적 증거와 더불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연구는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더욱 완전하
고 긍정적 증거를 드러낼 것이라는 온당한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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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오래됨과 그 보존
성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다. 이 책은 30 세기동안의 파란과 격동을 무
사히 벗어났다. 인간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하여 성경을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성경을 감추고, 태우고, 그 책을 소유하면 사형처벌을 받을만한
범죄로 취급했고 그 성경 말씀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쓰고 혹독한 박해
를 가했다. 그러나 그 책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오늘날 많은 성경의 적들은 죽음
에서 잠자고 있고,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성경이 주는 영향을 무너뜨
리기 위하여 기록된 수백 권의 책들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 되었지만, 성경은 지상
에 있는 각 나라 모두에 보급되었으며, 지상의 200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
다. 이 책을 없애버리기 위한 그러한 비할 데 없는 노력을 해왔지만 이 책이 살아
남아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성경이 주장하듯이 그 책의 저자이신 위대하신 신이 성
경의 보존 자 이시었다는 강한 상황 증거가 된다.
성경의 도덕의 영향
마찬가지로 성경의 도덕의 영향은 한결같이 훌륭하다는 것도 진실이다. 성경 내
용의 주의 깊은 연구자들은 반드시 더 순결한 삶으로 향상한다. 종교나 과학을 다
룬 다른 책들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익을 주고 고귀하게 만들고 복을 주었
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책들을 다 합쳐도, 성경이 신음하는 피조물들 곧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학식 있는 자나 학식 없는 자들에게 가져다준 기쁨, 평화,
복을 가져오지 못 했다. 성경은 단지 읽어서만 되는 책이 아니다. 그것은 주의를 기
울이고 고려하며 연구해야 하는 책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그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이다.(사 55:9)
만일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들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러한 것들이 기록된 성경을 이해하는 그 중요한 일에 모든 정력을 기우려야 한다.
제일 값진 진리의 보배는 항상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다.
저자들의 동기
이 책은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주장하는 저명한 위인, 나사
렛 예수를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언급한다. 처음에서 끝까지 그의 이름, 직무, 전도
사업이 현저하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았고, 성경 저자들이 지적한
때에 어느 정도 잘 알려졌다는 것은 세속역사의 사실이고, 그 역사의 사실은 여러
가지로 충분히 확증되고 있다.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그들의 제사장들을 불쾌하
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신약 저자들이 제공한 증거 이외
에, 역사로 확립된 추가된 사실이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바울과 누가를 제외하고)
나사렛 예수를 직접 만난 가까운 사이고 그의 제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저술이 예수
님의 교리들을 공표 하였다.
어느 책이라도 그 저자는 책을 쓰는 동기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묻는 것은 무슨
동기들이 이 사람의 주의를 신봉하도록 이 제자들을 고취시켰을까? 그가 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의 죽음을 요구한 유대인들 중, 가장 신앙
심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중죄인처럼 사형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리고 그의 주의를 신봉하고 그의 교리를 선전할 때, 이 사람들은 경멸, 박탈과 모진
박해에도 용감하게 맞서고 목숨 자체도 걸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순교까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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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살아 계신 동안에 그의 생활과 그의 가르침 모두에 있어서, 예수님이 놀랄 만
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가 죽은 후에 무슨 동기가 있어서 어
느 누가 그의 주의(목적)를 신봉하게 할 수 있었을까? 특히 그의 죽음이 그토록 불
명예스러운 경우이었거늘?
그리고 만일 신약성경 저자들이 이야기들을 조작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가상적이
나 이상적인 영웅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한다면, 그들의 책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고, 그가 초자연적 수단으로 태어나고, 그가 초자연적 능력을 수유하여 나병환자들
을 고치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들의 귀를 열어
주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건전한 사람들인 그 저자들
이 그러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동료들, 제자들, 그들 중 저자들까지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 버리고 도망간 동안에 그의 적의 사소한 군대가 그를 중죄인으로 사
형집행 하였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
꽝스러울까?
세속사가 어떤 점에서 신약성경 저자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들의 기록
이 허위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은
이 저자들 편에서 어떤 그릇된 진술을 하게 된 동기를 지적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무슨 동기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끌었을까? 그릇된 진술을 함으로서 그들이 재산이
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지지자들의
가난함과 그들의 영웅자신이 유태의 중요한 종교 인물들 사이에 인기가 없음은 이
러한 생각과 모순이 된다. 오히려 그가 범인으로,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낙인
되어 죽었고, 좋은 평판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은 그의 교리를 부흥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명성이나 세상이익에 관한 희망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만일 그러한 것이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들의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
이 불명예, 박해, 감금, 매질과 죽음까지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재빠
르게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성이 명백히 깨닫게 해 주는 것은 가정, 명
성, 명예, 생명을 희생하고, 현재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의 중요한 목적이
그들과 같은 인간들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가장 높은 모범의 도덕들을 가르
친 사람들은 다만 동기를 갖고 있을 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동기가 틀림
없이 순수하고, 그들의 목적이 당당히 숭고하였을 것이다. 이성이 더욱 단언하는 것
은 순수하고 좋은 동기로 자극된 그러한 사람들의 증언은 보통 저자들보다 10 배의
무게와 고려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광신자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건전하고 이성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들이었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의 이유를 각 경우마다 주었다.
(벧전 3:15) 그들은 이치에 맞는 신념들에 끈기 있게 충실하였다.
저술의 대체적인 특성
이제까지 주목해온 점들은 여러 구약성경의 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
다. 그들은 대개 그들의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역사는 일어난 대로 편견 없이 기록하고 그들의 선행과 충실을 칭찬하는 만큼, 그
들의 약점과 결점들을 꾸짖는다. 이 사실은 성경이 사람들을 위압하여 종교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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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숭배하려고 도안한 조작된 역사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을 틀림없이 놀라게 할 것
이다. 성경이 진리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직선적이다. 악인이 어떤 한
사람을 고귀한 인격으로 묘사하기 바라는 경우, 특히 자기 저작 중 얼마를 하나님
에게서 영감을 받은 체 하기 바랄 때, 그는 그 인물을 극도로 순결하며 고귀한 인
격으로 묘사 할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성경은
속이기 위하여 부정하게 계획되지 않았다는 정당한 증거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한 계시를 기대할 이유가 있고, 바로 그 계시라
고 주장하는 성경을 쓴 동기들이 우리가 보기에 비난 할 근거가 없고, 도리어 찬성
할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썼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성경책의 특성을 검토하여, 성경책의 가르침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성품과 대응하는가 하는 것과 성경책이 진실이라는 내부의 증거가 있는가를 알아봅
시다.
신약성경의 처음 다섯 권과 몇몇의 구약성경은 설화들이거나 저자들이 알고 그
저자들이 증언한 사실들의 역사이다. 그들이 상세하게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한 진상을 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
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 주시기를 원하셨으므로, 지나간 사건들의 역
사가 바로 그 계시에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독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서 저술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정직한 저자들이 필요한 사실들과 접촉
하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추론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일 것이다.
성경의 이 역사적 부분들의 신뢰성은 거의 전부 그 저자들의 성격과 동기들에 의거
한다. 선량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단물 샘은 쓴 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약 3:11) 이 성경의 역사를 모두 합친 증언은 그 저자들이 선한 일이 나타
나도록 나쁜 언행을 하리라(롬 3:8b)는 어떠한 의심도 배제한다.
열왕기, 역대, 사사기, 등과 같은 성경의 어떤 책들이 아주 진실하고, 그 당시의
저명한 사건들과 사람들의 역사를 주의 깊게 보존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
책들의 정확함은 절대로 무효로 하지 않는다,
헤브라이어의 성서는 율법, 예언, 유대인의 역사, 계보 등뿐이 아니라, 역사를 포
함한다는 것과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특별한 가계에서 태어나리라는 기대
때문에 그들의 역사와 계보, 등은 상황을 상술하는데 더 노골적이었다는 것을 기억
할 때, 우리는 20세기의 사회에서 야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실들의 역사가 기록
된 이유를 알게 된다. 실례로, 모압족들과 암몬족들의 기원과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
스라엘과 친족관계가 있다는 명백한 기록은 역사가들 마음속에는 그들의 출생의 전
역사의 기록이 아마도 필요한 것이었다.(창 19:36-38)
마찬가지로, 유다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유다의 자녀 가
운데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을 통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가계뿐이 아니
라,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가계가(눅 3:23,31,33,34, 마 1:2-16) 아브라함으로 더듬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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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할 바 없이 계보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에서(창 49:10) 약속된 메시아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으로 되
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실례의 계보 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되었다.(창
38)
성경에 다른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된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 기록된 사실들
중 곧 우리가 그 실용을 볼 수 있고, 성경 어디에든지 더하거나 빼는 것을 장려한
다고 아무도 합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만일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역사가
아니고, 단순히 도덕에 관한 논문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다른 역사적 사실들은 유해
없이 생략될 수 있을지 모른다. 더구나, 잘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은 사실들이 어느
언어에서나 다소 섬세하게 진술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과 성경 번역자들은 너무 양
심적이어서 어느 기록 하나라도 생략할 수 없지만, 그들은 현재보다 세련된 표현들
을 사용하는데 덜 각별한 시대에 살았다는 것과 초기 성경시대의 표현의 습관들도
똑같을 것이라는 추측이 되는 것이다. 분명히 이 점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사람들도
신약성경의 어느 표현에 반론을 찾아낼 수 없다.

모세의 책들과 그 안에 공표 된 율법

모세가 쓴 책들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은 저자 이름이 모세라고 아무데서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
세 오경이라고 한다. 모세가 직접 썼거나 모세의 감독 아래 모세 오경을 쓰게 했다
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다. 모세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설명은 그의 서기관이 당
연히 덧붙인 것이다. 이 다섯 권의 책들을 모세가 썼다는 긍정적인 말씀이 생략되
었다 해서 이 추론이 틀리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딴 사람이 속
이고 협잡을 범하기 위하여 썼다면 그가 속이는 것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와 정치가가 썼다고 반드시 주장했을 것이기 때문
이다.(신 31:9-27) 한 가지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모세가 헤브루국민을 이집트
에서 인도하여 내왔다는 것이다.(출 3:10)
모세가 헤브루국민을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율법 아래 한 국가로 조직했다. 헤브
루국민은 공통동의로 3000년 동안 이 책들이 모세가 자기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주
장하였고, 이 책들을 일 점 일획이라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신성한 것
으로 계속 유지했다. 그래서 본문의 순수성의 확신을 주고 있다.
모세의 이 책들은 신기원을 횡단하는 오직 신용할 수 있는 현존하는 역사를 담고
있다. 중국의 역사는 창조 때에서 시작하는 체 한다. 그 역사의 내용은 어떻게 신이
소형 범선을 타고 물에 나가서 흙 한 덩어리를 그의 손으로 쥐어 물속에 던졌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흙덩어리가 이 세상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이야기 전체
가 전혀 이치가 없어, 삼척동자의 지성으로도 그 이야기에 속지 않을 것이다.
그와 달리, 창세기 서술은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가정으로 시작 한다: 창조자이시
며 지적 첫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셨다. 그 서술은 하나님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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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그의 일의 시작과 조직적이고 질서 있는 진
행을 다룬다. “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창 1:1) 그 다음에는, 세
부나 설명 없이 지구의 기원을 넘어가서, 6일 (6 신기원들)간에 인간을 위하여 지
구를 채비하는 이야기로 진행한다. 그 이야기는 4000년 동안 쌓여온 과학의 빛으로
충분히 확증되어 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신의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
을 받아드리는 것이 모세 한사람의 지성이 그 후 3000년의 나머지 인종을 합친 지
성과 현대 도구와 수백만 불로 도움을 받아 이룬 연구 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억
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다.
모세 율법
다음에 이 책들에서 진술한 율법의 체계를 주시해 봅시다. 이 율법들은 정말 율
법 시대나 그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비길 데 없고, 이 세기 법들은 모세 율법
이 진술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고, 그 대개는 모세 율법이 신의 기원에서 온 것이라
고 인정한 사람들이 구성했다.
모세의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짧은 개요이다. 십계명은 예배 법과 도덕률을 명한
다. 십계명이 그 연구자는 누구에게나 기발한 것으로 감동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그
리고 만일 십계명이 전에 알려진 적이 없고, 지금 그리스, 로마, 바빌론(Greece,
Rome, Babylon- 이 법들이 이스라엘에 오기 훨씬 이래 이 나라들이 일어났다 망한
나라들)의 폐허와 유물에서 발견되었다면, 십계명이 불가사의하지 않으면 훌륭하다
고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십계명을 익히 앎과 계명들의 훈령은 무시할 수 없는 무
관심을 낳았기 때문에 몇 소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십계명의 진정한 위대함을 주
목하지 못했다.
사실, 십계명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십계명은 기독교인들이 아니
라, 헤브루국민에게 주었다. 속죄물의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헤브루국
민의 죄 많은 상태와 속죄물의 필요성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주었다. 그 십계
명의 요지는 기독교의 저명한 창시자가 웅대하게 몇 마디로 요약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야한다.” “둘째는 이러합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한다.”(막 12:30,31)
모세가 세운 정부의 특성
모세가 세운 정부는 창조자 자신의 정부라고 주장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책
임이 있다는 점에서, 고대나 근대 모든 다른 나라 정부와 다르다. 하나님께서 나온
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법과 제도, 민사와 종교는 우리가 곧 알게 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이성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다. 진
영 중앙에 있는 천막에는 백성들의 왕으로 여호와의 존재를 표시하든 곳인 “지성
소”라는 천막 칸이 있고, 이곳에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백성들은 나라 업무의 올바른
행정을 위하여 교훈을 받았다. 제사장들의 순서를 세웠다.(대하 24) 제사장들은 천
막을 경영하는데 완전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만 여호와께 접근하고
연락하게 허락하셨다.
이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언뜻 생각하기로는 혹시 이러했을 것이다. “아! 저것
봐, 우리는 제사장들의 조직의 목적을 알았다. 제사장들이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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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의 고지식함을 이용하고, 자기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공포를 자
극하면서, 백성을 다스렸구나.” 그러나 잠깐만! 너무 조급히 아무 것도 추정하지 맙
시다. 이 문제를 사실로서 시험 할 이처럼 좋은 기회가 있을 경우에, 사실들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이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증거는 그
러한 상상과는 반대이다. 제사장들의 권리와 특권은 한정되었다. 그들에게는 아무
민사의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나 양심을 위압하기 위하
여 그들의 지위를 이용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제도를 제사장계열의 한 인
원인 모세가 제정했다.
모세의 정부는 성직의 제도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상황들에
따른 필연성은 정부를 그의 생각대로 중앙집권제로 만들게 하고, 온순한 모세를 권
한과 권세가 있는 독재자로 만드셨지만, 너무 온순한 나머지, 사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과로하게 일한 종으로서, 그의 처지로서는 성가신 보살핌들 때문에 그의 활
력은 지치도록 소모되었다. 이때에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적 민정이 설립되었다. 이것
을 오해하지 맙시다. 불신자들은 이스라엘 정부를 민주주의였다고 생각할 것이나
이스라엘 자신은 그것이 신권정치, 즉 신의 정부였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아무 수정도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율법 규
칙에 더해서도 안 되고 그것에서 빼서도 안 된다고 명하셨다.(신 4:2, 12:32) 이렇게
본바와 같이, 이스라엘 정부는 그 전에나 그 이후로, 어느 다른 나라 민정과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연로자 칠십 명을
곧 네가 백성의 연로자요 그 관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내게 모아라. 그들을 만
남의 천막으로 데리고 와서 너와 함께 거기에 서게 하여라.” “내가 정녕 내려가 거
기에서 너와 말할 것이다. 그리고 정녕 네 위에 있는 영 얼마를 가져다가 그들 위
에 둘 것이다. 그들이 너를 도와 백성의 짐을 져서, 네가 너 혼자서 그것을 지지 않
게 해 줄 것이다.”(민 11:16,17. 진실하고 정직한 정치적 수완과 유화함의 실례를
24절에서 30절까지 보십시오.)
모세는 이 내용을 되풀이 말하면서, “내가 여러분의 지파들의 우두머리들 곧 지혜
롭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러분의 우두머리로, 천 부장과 백부장과 오십
부장과 십 부장과 여러분의 지파들의 관원으로 삼았습니다.” (신 1:15, 출
18:13-26)
이 저명한 입법자는 백성의 선택권과 자유를 속박하기 위하여 그들의 종교적 권
세를 이용하려고, 백성의 정부를 자기 친척과 제사장 지파의 지배 아래 앉힘으로서
자기 자신의 권력을 영속하거나 증대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그와 반대로 자유정신
을 기르기에 적합한 정부조직을 국민들에게 소개하였다. 다른 나라와 통치자들의
역사상 이에 대등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어떤 경우에나 통치자는 자기 자신의 증대와 더 큰 권력을 추구했다. 그런 사람
이 공화국들을 설치하는데 원조한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그 후에 생긴 일들을 보면
그들이 백성의 호의를 얻고 그 자신들의 권력을 영속하기 위하여 정책을 써서 원조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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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정책과 백성에게 협잡을 영속하려는 정책과 시도로 지배된 어떤 야심을 가
진 사람이 모세의 자리를 대신 하였다면,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손에 더
큰 권력의 중앙 집권제를 위해서 집권을 하려고 힘을 다 했을 것이다. 특히 이것은
이미 그 지파에 있는 종교적 권세와 천막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주장을 미
루어 보아, 쉬운 일 일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을 구성하고, 그런 국민을 다스릴 능
력이 있는 사람이 이 야심을 가진 사람의 진로가 어떤 경향으로 가는지를 관찰하지
못할 정도로 둔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백성의 정부는 백성 자신들의 손안에 그렇게 완전히 두었기 때문에 70 연로자 관
원들이 판결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사건들은 모세에게 보내도록 규정되었어도 어떤
사건들이 모세 앞에 가는가에 대해서는 이 관원 자신들이 판사들이었다. “여러분에
게 너무 어려운 문제는 나에게 넘기십시오.”(신 1:17)
따라서 이스라엘은 정부 관리들이 신의 지령 아래서 행하는 공화국이었다. 성경
이 “백성의 정부, 백성에 의한 정부”라고 부르는 대신에 백성을 지배하는 설립된 제
국을 승인한다고 무식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혼동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민정
의 공화 정체 형태가 400년 이상 계속 되었다.
그 때 연로자들의 요청으로(삼상 8:4), 하나님의 승인 없이 민정의 공화 정체가
왕국의 공화 정체로 바뀌어 졌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일종의 비공식의 대통령이
었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너에게 한 모든 말에 관하여 그들의 목소
리를 들어 주어라. 그들이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그들의 왕이 되
지 못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시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설명해 주기
를 어떻게 그들의 선택권과 자유가 무시되며 어떻게 그러한 변화로 종들이 될 것인
지를 말했다. 아직껏 백성은 사방으로 둘러싼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예증된 민중의
관념에 심취되어 있었다.(삼상 8:6-22) 그들이 왕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의 동기
를 생각할 때, 모세가 어려움 없이 자기 자신을 대 제국의 지도자로서 굳건히 확립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시민 통치자들을 위한 교훈
이스라엘이 전체로서 한 나라로 조직되었지만 야곱이 죽은 후에 각 지파간의 분
단이 항상 인정되었다. 각 가족이나 각 지파는 일반적인 동의로 그들의 대표자들이
나 관원들을 선발했다. 이 관습은 이집트에서 긴 노예상태의 시기에도 지속되었다.
이들을 관원이나 연로자라고 부르고, 이들에게 모세가 명예와 민정권력을 주었다.
이에 반하여, 만일 모세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손안에 중앙 집권제를 만들기
를 욕망 하였다면, 모세는 이 관원들과 연로자들에게 권력과 책임과 더불어 명예를
주기 싫어했을 것이다.
시민의 통치자 지위에 지명된 사람들에게 준 교훈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교훈
같이, 단순함과 순결함의 모범이다. 모세가 이 판사들이 듣는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선언하기를, “그 때에 내가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들 사이
에 송사를 들을 때, 사람과 그의 형제 또는 외국인 거주자 사이에 의로 재판해야
할 것이며 재판에서 편파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너희는 작은 자이든 큰 자이
든 똑같이 들어 주어야 할 것이며 사람 때문에 무서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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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는 나에게 넘기라. 내가
정녕 듣겠다.”(신 1:16,17) 모세가 죽은 후에는 어려운 문제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가져왔다. 문제의 해답은 우림과 둠밈(Urim 과 Thummim)으로 ‘네’
아니면 ‘아니오’ 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 할 때, 부정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좌우하는 세력을 그
자신들 손에 넣기 위하여 이 책들을 썼다고 제안하는 논거를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까?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이 추진하려는 바로 그 목적들을
죽이는 기록들 곧 이스라엘의 큰 우두머리이며, 그 자신들 지파의 한 인원인 모세
가 하나님의 지시에, 시민 권력을 백성들 손안에 두게 함으로서 제사직분을 그 시
민 권력에서 절단했다고 결론적으로 증명하는 기록들을 위조할까? 그러한 결론을
어느 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까?
율법 앞에 빈부는 평등함
그밖에, 20 세기에 가장 진보한 문명사회의 법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민권 법 앞에 책임에 있어서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유의 할 가치가 있다. 모세 율
법에서는 그 차별이 절대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몹시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매
우 부유하고 유력하게 되기 쉬운 위험에서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
들 가운데 이 문제를 아주 주의 깊게 경계하는 국법을 제정한 나라는 없다. 모세
율법에는 매 50년마다 소유지 반환이 마련되었다[희년, 요벨(안식)의 해]. 이 율법은
독재적 재산권의 양도를 방지함으로서 소수인의 축재를 방지했다.(레 25:9, 13-23,
27-30) 실제로, 그들은 그 자신들을 형제로 여기고, 그에 어울리게 행하고, 배상 없
이 서로 돕고 서로 고리대금을 받지 말라는 등의 가르침을 받았다.(출 22:25, 레
25:36,37, 민 26:52-56를 보시오)
사람들 권리에 참견을 대비한 보호
모든 율법들은 공표 되었다. 따라서 구상하는 사람들이 백성의 권리를 실제로 참
견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 율법들은 활짝 공개되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이
율법을 베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율
법을 모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7년만의 축제일에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
어주는 것을 제사장들의 의무로 만들었다.(신 31:10-13) 이러한 율법과 조정을 백
성들의 자유와 행복을 잃게 하려고 궁리하는 나쁜 사람들이 구상했다고 상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까? 그런 억측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들과 원수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율법을 존중함에 있어서, 모세 율법은
32세기를 앞섰다. 정말 오늘날 가장 문명한 사회의 법들이 공평함과 자선에 있어서
모세 율법과 정말 대등한지 어떤지, 성경을 읽어보자, “너에게는 하나의 판결이 적
용되어야 한다. 외국인 거주자도 본토인과 마찬가지여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
호와이기 때문이다.”(레 24:22, 출 12:49)
“너희 땅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인으로 네 곁에 거주할 경우, 너희는 그를 학
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 곁에서 외국인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를, 너희의 본토
인처럼 여겨야 한다. 너는 그를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레 1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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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적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게 되면, 너는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
려주어야 한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그 짐에 눌려 엎어져 있는 것을 보거
든, 그를 그대로 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그와 함께 반드시 그것을 들어 주어야 한
다.”(출 23:4,5)
말을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잊지 않았다. 인간들뿐이 아니라, 짐승들을 학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타작 일을 하는 수소에게 부리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어느 일꾼이나 자기 양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신 25:4, 마 10:10) 소와
나귀까지도 함께 짝지어 쟁기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힘과 발걸음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학대가 될 것이다. 짐승들의 휴식도 예비 되었다.(신 22:10,
출 23:12)
성직은 특전을 받는 계급이 아님, 어떻게 유지 되는가?
어떤 사람은 제사장 직분은 이기적인 제도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 형제들 개개의 산물에서 일년마다 바치는 십일조로 부양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실은 회의론자들에게는 너무 흔한 공정치 못한 진술이
다. 회의론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율법체계의 조직에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가장
주목할 만한 증거들 중에 하나를 무식하게 잘못 전하고 있다. 그 율법체계는 이기
적이고 흉계 품은 제사장 직분의 일이 아니다. 실로, 현대 교직제도는 십일조가 창
시된 사정들의 조건이나 십일조를 바치는 방법은 언급하지 않고, 십일조를 전례로
구실 삼아 비슷한 체제를 지금 강조함으로서 십일조를 드물지 않게 허위 진술하고
있다.
매년마다의 십일조는 가장 엄격한 공평에 기초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Canaan)
땅을 소유하였을 때, 레위 지파는 확실히 다른 지파들만큼 땅의 배당 몫에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레위인들이 종교적 행사들을 섬길 여러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어떤 거주 도시들이나 마을들을 제외하고는 전혀 땅을
소유로 받지 않았다. 레위인의 땅 상속 금지령이 땅 분배 전에, 아홉 번이나 되풀이
되었다. 땅 대신에 레위인을 위해서 어떤 대등한 것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했다. 이
때문에 이 십일조는 적합하고 공정한 마련이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십일조는 공정한 빚이었지만, 세금처
럼 강제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기부로 바치었다. 그리고 그런 기부금들을 지불하
게 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얽매는 협박 없이, 모두가 그들의 양심에 달려 있었다. 백
성들에게 준 단 하나의 간곡한 권유는 다음과 같다:
“스스로 조심하여 당신이 그 땅에 있는 모든 날 동안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
록 하십시오.”(신 12:19) “당신의 성무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
다. 그에게는 당신과 함께 나눌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신 14:27)
외국인, 과부, 고아와 종들의 압박을 대비한 경계
묻겠습니다. 이기적이고 야심 있는 제사장들이 그들 자신의 상속권을 잃게 하고
그들의 부양을 위하여 자기 동포들에게 의존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상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이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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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과 조화되어, 사실은 성직을 영예롭게 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
았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이
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협잡꾼들은 그들을 위한 경의와 존경을 바치는 것과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
람들에게 가장 엄격한 처벌과 저주를 내리는 데에만 최대한의 주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종류는 율법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 특별한 명예나 경의를 주거나,
폭력이나 모욕에서도 피해주지 않는다. 계급사이의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사람이 없는 관습법이 백성들의 유일한 보호였다. 이것은 더 주목할 만하
다. 왜냐하면 종들의 취급과 이방인들과 노인들은 특별한 입법의 대상이었기 때문
이다. 예를 들면, “너는 위국인 거주자를 학대하거니 압제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혀서
는 안 된다. 네가 정녕 그를 괴롭히면, 그리하여 그가 정녕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참으로 나의 분노가 타올라, 내가 반드시 너
희를 칼로 죽일 것이니, 정녕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출 22:21-24, 23:9, 레 19:33,34)
“당신의 형제든 당신의 땅과 당신의 성문 안에 있는 외국인 거주자이든, 어렵고
가난한 품꾼을 속여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날에 그의 삯을 주어야 하니, 그들
위에 해가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그의 영혼을
들어 그의 삯에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가 당신을 거슬러 여호와께 부르
짖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정녕 당신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신 24:14,15, 레 19:13,
출 21:26,27) “너는 센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면전에 사려 깊음을 나타내야
하며,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레 19:32, 19:14도 보시오.) 이 모든 성경구
절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그들의 십일조를 위한 아무 특별한 취급이 없
다.
가난하고 오래 학대를 받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율법의 공중위생 조정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들이나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의 제한, 조정과 더불어
놀랄 만하고, 이에 관한 검토는 다른 특징들과 더불어 같은 주제를 최근 의학의 결
론 보다 우수하지 않으면, 시세에 뒤지지 않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
에 지면이 허락한다면 흥미가 있는 것들일 것이다. 모세 율법은 역시 전형적인 특
성을 지녔다. 이에 대한 고려는 미래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조급한 일견일
지라도 나머지 성경이 상술하는 계시된 성서의 전 체계의 뼈대구조를 구성하는 이
율법은 특히 이 법이 기록된 날짜를 참작할 때, 진실로 지혜와 공정의 놀라운 표명
이다.
이성으로 미루어 모세 율법은 악하고 계획적인 사람의 소행의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자연이 가리키는 것과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것을 모든 사
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율법은 지혜, 공정, 사랑을 증언한다. 더 나아가서, 분
명히 경건하고 고결한 율법 자인 모세는 율법들이 그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
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출 24:12, 신 9:9-11, 출 26:30, 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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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대체적인 성품과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거짓증거를 하지 말라, 위선과 거
짓말하는 것을 회피하라고 한 명령을 고려해 볼 때, 모세 같은 사람이 거짓말을 피
하라고 한 그의 명령을 고려해 볼 때, 그와 같은 사람이 거짓증언을 하고 그 자신
의 견해와 계율을 하나님의 율법인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리라고 상상하는 것이 과
연 이치에 맞을까? 우리가 성경의 현재 사본을 고찰하고 있으며, 성경을 특징짓는
완전한 보전은 모세의 후계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역시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 후계자들 중에는 백성의 이익은 무시하고, 그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
구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순수함을 보전한 신
성한 글들을 함부로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성경의 예언자들

성경 예언자들의 성품과 그들의 증언들을 대충 훑어봅시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언자들이 지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
다. 그 시대에 그들의 예언이 우상 숭배하는 경향이 있는 백성들뿐이 아니라, 타락
하고 마지못해 시간을 채우는 무관심한 제사장직분에게 비위에 거슬렸다. 백성들에
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부담은 대체로 죄에 대한 질책이고, 이와 더불어, 앞으로 다
가올 처벌들의 경고에 결부되어 있다. 이것과 섞여서 그들이 죄에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후, 미래에 올 축복의 약속들이 이따금씩 엮여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다.
예언자들의 경험은 대개 조금도 부러워 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대체로 욕설을
받았고, 그 다수가 감금당했고, 잔인한 죽음을 당했다. 열왕기상 18:4,10,17,18, 19:10,
예레미야 38:6, 히브리서 11:32-38,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이 죽은 지 몇 년 후, 하나님의 예언자들로서 충실한 인격들도 인정받았다. 그
러나 우리는 이들의 말이 여호와의 직접적인 영감이었다고 주장하는 예언의 저자들
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는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참견하지 않았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
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다.(출 19:17-25 신 5:1-5)
더 나아가서,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들을 훈계하는
것을 의무로 만들었다.(레 19:17). 이렇게 모두가 가르치고 훈계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대부분이 관심사의 보살핌에 열중해 있고, 무관심하고 신앙이
없으므로, 비교적 소수만이 죄를 훈계하고 경건하도록 권고하는 요구를 이행했다.
그리고 이 설교자들을 신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라고 불렀다. 예언자라는 용어
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바와 같이 공개 해설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상숭배의 공개
충고자들도 역시, 그렇게 불렸다. 실례를 들어, “바알(Baal)의 공개 해설자,”등. 고전
14:1-6, 벧후 2:1, 마 7:15, 14:5, 느 6:7, 왕상 18:40, 딛 1:12, 참조.
평상시의 예언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계급 사이에 인기가 있었고, 바리새인 상태
로 타락되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율법 대신에, 고래의 전통을 가르침으로서
진리를 반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로 되었다.(마 15:2-9)

신의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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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자라 칭하는 많은 계급에서, 여호와께서 어떤 때는 당시에 바로 가까이 일어
날 일들, 다른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의 계시를 전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위탁하실
사람들을 이따금 선택하셨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받는 대로 말하고 기록한
(벧후 1:21) 이 계급의 기록에 우리가 지금 주의를 환기한다. 그들은 예법에 따라
인명 되었을지도 모른다.

신에게 위탁을 받은 예언자들이나 선견자들

율법, 예언자들과 신약 성경 저자들 사이 합일에 어떤 공통적인 유대가 있는가?
이 예언자들이 주로 제사장 지파에 소유하는 십일조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는 평
신도들이라는 것과 그들이 때때로 단지 왕들과 재판장들뿐이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도 책망하였다는 사실을 이에 더했을 때- 그들은 지위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개인의 죄를 책망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이 예언자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위를 날조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의 어느 연맹이나 다른 연
맹의 당사자들이었다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진다. 사실들로
미루어 이성은 이러한 의심을 부정한다.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성경의 여러 저자들의 동기를 비난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대신, 성경 여러 부분들의 정신이 의와 진리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번에는
나아가서 모세의 기록들, 다른 예언자들의 기록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기록들 사
이에 어떤 연결고리나 합일의 유대가 있는지를 찾아보기로 합시다. 만일 우리가
1500년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모든 율법, 예언과 신약성서의 기록들이 섞여 짜여있
는 사고의 한 공통분야를 발견하게 되면, 이 사실은 저자들의 성품과 관련하여 다
룰 때 저자들이 신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을 인정할 좋은 이유가 될 것이
다. 특별히, 만일 모든 기록들의 공통주제가 웅대하고 숭고한 것이고, 신성화된 일
반 상식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르치는 것과 잘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러할 것
이다.
다음 우리는 이것을 발견 한다: 한 계획, 한 정신, 한 겨냥, 한 목적이 책 전체에
널리 펴져 있다. 성경의 첫 머리 페이지들은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기록하고, 성경
의 종결되는 페이지들은 그 타락에서 인간 회복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사이의
페이지들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연속하는 단계를 보여
준다. 성경의 첫 3 장과 끝 3 장이 조화되면서도 대조되는 것이 현저하다. 첫째 것
은 첫 창조를 기술하고, 끝의 것은 죄와 죄의 형벌의 저주가 벗겨진 새롭게 된 창
조나 회복된 창조를 기술한다. 첫째 것은 사탄과 사악이 세상에 들어와서 속이고
멸망하는 것을 보이고, 끝의 것은 사탄의 행위가 파멸되고, 멸망된 사람들이 회복되
고, 사악이 절멸되고, 사탄이 멸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것은 아담이 잃은 지
배 권력을 보여주고, 끝의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 권력이 회복되고 영구히 확립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질 것을 보여준다. 첫
째 것은 죄가 타락, 수치와 죽음을 낳는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끝의 것은 정당
함의 보답은 영광이고, 명예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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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많은 저자들이 여러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상황 밑에서 썼지만, 성경은
단지 도덕의 원칙, 슬기로운 금언들, 위로의 말들의 수집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많
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현재 사악의 원인과 그 계획의 시작
전부터 결말을 보신, 신의 지혜로 아신 바대로 그 사악의 유일한 교정대책과 최종
결과들의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조화된 진술이다. 이 외에,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길과 적절한 때에 실현될 “귀중하고도 매우 웅대한 약속들”로(벧후 1:4)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강화해 주신다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게 해 준다.
창세기의 가르침은, 아담(Adam)이 인류의 한 대표자로서, 본래의 완전상태에서
시험받는다는 것과 그는 실패한다는 것과 그래서 현재의 불완전, 병, 죽음이 그 결
과들이라는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과 마침내 한
여인에게서(창 3:15)난 구속자 한 분을 통하여 인류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 창세기
의 가르침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존되어 있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히 10:12) 구속자 한 분의 죽음의 필요성과 우리 죄들의
덮개로 구속자의 의의 필요성이 아담과 이브를 가리어 준 가죽옷에서, 아벨(Abel)의
제물을 기꺼이 받으신 데서, 제단에 바친 이삭(Isaac)에서, 조상들이 하나님께 접근
하기 위한 절차로 바쳤든 여러 가지 제사의 제물들을 죽임에서, 율법 아래에서 제
정되고, 유대인 시대를 통해서 영속된 여러 가지 제사의 제물들을 죽임에서 지적하
고 있다.
예언자들은 그들이 말한 것들 중 일부의 의미를 약간만 이해했다고 생각되지만,
(벧전 1:12) 그들은 죄들을 말 못하는 짐승 대신 한 사람에게 지운다는 것을 말하고
예언적인 선견으로 그들은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그 사람이 “도살당할 양처
럼” 끌려가서,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벌이 그에게 미치고”, “그의 채찍자국 때문에
우리에게 병 고침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본다.(사 53:7,5)
예언자들은 그를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거부하였으며, 고통을 겪고 병에 익숙해
진 사람”으로 묘사했고(사 53:3)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
켰다”라고 선언했다.(사 53:6) 그들은 구세주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며(미 5:2) 그
의 죽음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면서 그가 언제
죽을 것을 말했다.(단 9:26) 그들은 그에 관한 특성들을 언급했다. 그는 “의로울 것
이고“, “그의 입에 속임”이 없을 것이고, “격렬”이나 죽음을 당할 아무 정당한 근거
가 없을 것이다.(사 53:8,9,11) 그가 “은화 서른 닢으로 배반을 당하실 것이다."(슥
11:12) 그가 “범법자들 중 하나로 헤아려 질 것이다.”(사 53:12)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시 34:20, 요 19:36) 그가 “스올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시 16:10, 행 2:31)
신약성경 저자들은 분명하고도 설득력 있게, 그러나 이 모든 예언들이 나사렛 예
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성취를 단순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 죄들이 지워 없
어지기 전에(행 3:19, 사 1:18)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바대로, 그가 주신
것 같이 속죄물 대가가 필요했다는 것을 논리적인 추론으로 보여준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전체의 계획을 가장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방식으로 유래를 더듬어
올라가서, 편견이나 증오를 가진 청중에게는 그들 마음에 흥미를 끌게 되지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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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밝은 이성을 가진 청중의 마음에는 어디에도 어떤 논제에서도 찾아낼 수 없는
매우 놀랄 만큼 세심하고 설득력 있는 추론을 제공해 준다.(롬 5:17-19부터 12장까
지 참고합시다.)
율법에서, 모세는 제사만을 지적하지 않고 위대하신 구세주 밑에서 모든 백성의
죄들을 지워 없어지게 하는 것과 모든 백성에게 올 축복도 지적했다. 모세가 선언
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라 했지만(신 18:15,19) 이 구세주의 권능과 권세는 그
자신이 소유한 것 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했다. 그 약속된 구세주는 단지 이스라
엘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땅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게 되어있다.(창
12:3, 18:18, 22:18, 26:4)
바로 이 모세의 말과는 달리하는 유대백성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은 다
음과 같이 선언하면서 같은 주제를 계속 한다: 마찬가지로 메시아는 “이방 사람들
에게서 베일을 벗기기 위한 빛이요.”(사 49:6, 눅 2:32) 이방 사람들이 “땅 끝에서”
주께 올 것이다.(렘 16:19) “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될 것이다.”
(말 1:11)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사
40:5, 사 42:1-7 도 살펴보시기 바람.)
신약 저자들은 신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에 관한 예언들의 성
취를 깨닫는 능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유대인들로서 모든 축복이 그들의 백성에
게만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행 11:1-18) 이 저자들은 그의 국민
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땅의 모든 가족들도 역시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들을
통하여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능력을 받았다. 신약 저자들은 이스라엘이
나 세상에 축복이 있기 전에 시험을 받아 위대하신 구세주의 영광과 영예의 공동
상속자, 그리고 구세주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는 명예를 같이
나눌 자들이 되기에 합당하게 보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양쪽에서 “적은 무리”의
선택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역시 깨달았다.(롬 8:17)
이 저자들은 이 견해가 율법과 예언에 기록된 내용들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지
적하고, 그들이 보내는 계획의 웅대함과 넓이는 가장 고귀한 개념이라고 뜻하는 것
이상이 됨을 진술한다.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눅 2:10)
모세의 책들 가운데서 암시된 메시아는 단지 이스라엘의 통치자일 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려가 모든 예언자들의 주제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려
도 역시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최상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왕국이 오기
를”(마 6:10)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진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스스로 그 자격에 합당함을 증명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참가를 약속해 주
셨다.
앞으로 올 영광스러운 하나님 왕국의 소망은 모든 충성된 자들에게 박해를 인내
하고 죽기까지 비난, 결핍, 손실을 입을 용기를 주었다. 신약성경을 종결하는 요한
계시록의 웅대한 비유적인 예언에, 합당하신 “살육을 당하신 어린양”(계 5:12)과 예
수님께서 그가 다스리실 왕국에서, 왕 겸 제사장들로 만드시기에 합당한 이기는 사
람들과 그 전에 이들이 그 왕국 통치에 함께 참여하기에 합당하게 될 이겨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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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련과 장애들을 모두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천년통치 밑에서, 사탄
이 결박되고(계 20:2) 아담 안에서의 죽음과 슬픔이 일소되며(계 21:4) 땅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하늘 왕국(새 예루살렘)의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될 때 자연히 증대되
는 세상의 축복들에 관한 상징적인 표상들이 소개되어 있다.
성경은 처음에서 끝까지 아무 다른데 서도 발견할 수 없고, 모든 이교도 종교의
이론에 반대하는 교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죽은 사람들의 미래의 삶이 죽은 자들
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영감을 받은 모든 저자들은 구속자에 신념을 표
현했다. 한 분이 선언하기를,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덤에서 부르실 때 그들
이 나오고, 사악한 자들이 땅위에서 다시는 통치자 직권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아침이면 올바른 자들이 그들을 복종케 하신다.”(시 49:14) 죽은 사람의 부
활을 예언자들이 가르쳤다. 그리고 신약성경 저자들은 미래의 삶과 축복의 모든 그
들의 소망을 죽은 사람의 부활에 의거한다. 바울이 그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만일 참으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킴을 받으신 것이 아
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일으킴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일도 헛
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됩니다......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잠자든 사람들도
아주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
으킴을 받아 죽어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고전
15:13-22)
기적들은 불합리하지 않음
시계의 많은 톱니바퀴들이 처음에는 여분으로 보이지만, 가장 느린 톱니바퀴들이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고, 많은 필자들로 준비된 성경도
완전하고 조화된 온전한 일체이다. 단 한 부분도 불필요한 것이 없다. 어떤 부분들
은 다른 부분들보다 더 활동적이고 눈에 띄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모두가 유용하
고 필요하다.
소위 오늘날의 “진보한 사상가들”과 “대 신학자들” 중에 널리 유행하고 있는 것
은 많은 구약성경의 “기적들”을 “허튼 설화”라고 부르며, 그 기적들을 부인하지 않
으면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그 기적들 중에는 요나(Jonah)와 큰 물고기, 노
아(Noah)와 방주, 이브(Eve)와 뱀, 여호수아(Joshua)의 명으로 태양의 머물음, 발람
(Balaam)의 말하는 당나귀, 등의 이야기들이다.
겉으로 보기에 슬기로운 이 사람들은 다음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성경 여러 부
분들이 서로 뒤섞이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적들을 성경에서 도려내거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전부를 훼손하거나 믿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만
일 본래 기적의 이야기들이 거짓이고, 그들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거나
잘 속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어느 쪽이든, 그들의 증언을 신에게 영감을 받은 것
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먼저 언급한 기적들
을 제외한다는 것은 주요한 저자들의 증언을 무효로 하고, 그 외에 주 예수님의 증
언을 무효로 할 것이다. 타락에 관한 이야기(롬 5:17), 뱀에게서 이브가 당한 속임에
관한 이야기(고후 11:3, 딛전 2:14), 등이 바울의 서한에서 증언되었다. 요한계시록
12:9, 20:2에 있는 우리 주님의 언급을 참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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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리인들(Amorites)을 전복할 때 주님의 권능의 증거로서, 태양을 머물게 함은
분명히 미래 “주님의 날”에 여호수아가 상징한 주님 손으로 발휘할 권능의 전형이
었다. 이것을 3인의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다.(사 28:21, 합 2:1-3,13,14,
3:2-11, 슥 14:1,6,7) 말하는 당나귀 이야기는 유다와 베드로가 확인하고 있다.(유
11절, 벧후 2:16) 더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요나(Jonah)와 큰 물고기, 노아
(Noah)와 홍수의 이야기들을 확인하신다.(마 12:40, 24:38.39, 눅 17:26, 벧전
3:20도 봅시다.) 실제로 이 기적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 보다 더 대단
한 기적들 이를테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병자들을 고치신 것 보다 더 대단한
기적들이 아니다. 그리고 불가사의한 일로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은 모든 기적
중 가장 놀라운 것이다.
우리 경험에 흔히 있지 않는 이러한 기적들에는 그와 대응하는 기적들이 매일 우
리들 주위에 있는데, 더 흔해서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간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살아
있는 기관들의 생식은 우리 능력이 미치지 않는 일일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기적적이다. 우리는 생명 원리의 발휘는 볼 수 있지만,
그 발휘를 이해할 수도 없고 만들어 낼 수도 없다. 우리는 두 씨앗을 나란히 심는
다. 주위 조건들, 공기, 수분, 토양이 서로 같다. 그 씨앗이 자란다, 우리는 어떻게
자라는지 말할 수도 없으려니와, 가장 현명한 철학자도 이 기적을 설명할 수가 없
다. 이 씨들은 정 반대 경향의 생물체를 발육한다. 하나는 뻗어 나가고, 다른 것은
똑바로 선다. 주위 조건들이 같지만, 모양, 꽃, 색소, 등이 어느 것이나 다 다르다.
이러한 기적들이 차차 우리에게는 평범해져서 놀라워하는 유년시절이 지나가면, 우
리는 기적들을 기적으로 기억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그 씨앗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또 무한하신 힘과 모든 장애를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죽은 사람들의 부활, 사악의 박멸, 최후의 영원한
의의 통치까지, 그의 모든 뜻을 성취하시는 위대하신 창조자의 능력의 의도된 실례
들로, 성경에 기록된 소수의 기적들만큼 우리 힘을 능가하고 우리의 제한된 지성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한다.
이치에 맞는 결론
여기서 우리는 사실의 결말을 맺는다. 모든 단계를 이성에 따라서 검사해 보고,
다음 세 가지 점을 발견하였다: (1) 그의 존재 안에는 지혜, 공정, 사랑, 권세가 완
전히 조화되어 있는 무상하시고 지적이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2) 그
의 계획들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에게 주실
그의 계획을 기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는 것과 (3) 성경이 바로 그 계시라고 주
장하고 있으며, 성경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 저자들과 그들이 가르친 것들로 미루어 무엇이 그들의 목적이었을까
를 검토해보았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우리 이성은 그와 같이 순수한 동기를 겸한
그런 지혜는 교활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결과들을 위하여 만든 교묘한 고안이 아님
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와 같은 의롭고 자비로운 감정들과 율법은 틀림없이 하나님
의 것이고, 인간의 것이 아님이 훨씬 더 있음직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율법들이 부
정한 제사장들의 일일 수가 없다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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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속죄물(희생)과 그 결과로서 앞으로 올 예수님의 영광스러
운 왕국에서 부활과 모든 인류의 축복에 관한 증거의 조화를 알았다. 그리고 이성
이 우리에게 말해 주기를, 우리가 달리 기대할 이성을 가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웅대하고 포괄적이며, 그럼에도 그렇게 이치에 맞는 추리들 위에 세워진 이 방책은
우리가 찾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단지 인간의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계획이 드러나도, 인간이 믿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콜럼버스(Columbus)가 오리노코 강을(Orinoco)발견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가 한
섬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콜럼버스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 같은 강물
은 한 섬에서 흘러나올 리가 없다. 그 강력한 빠른 물살은 대륙에서 빠져나오는 것
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이와 같이, 성경 증언의 깊이와 권능과 지혜와 그 범위는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들과 계시들의 저자라는 것을 우
리는 확신한다. 다만 피상적 검토만을 했음에도 우리는 성서의 진술이 신의 기원이
됨을 받아드렸고, 성서의 진술들이 타당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 연속되는 장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여러 부분들을 전개하고, 성경이 신의
감을 받은 계시라는 것과 그 계획이 전개하는 그것의 길이와 폭과 높이와 깊이,
은 지금까지는 다만 희미하게 이해되었지만, 천년 날의 여명의 빛 안에서 지금
똑똑히 보이는 신의 성품을 영광스럽게 반영한다는 것을 각 공정한 인물들에게
분한 증거를 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영
등
더
충

신의 계시

진리, 가장 귀중한 것
중요한 진리들은 막대한 희생으로 얻어진다.
보통의 진리는 사람들이 나날이 주고받는 것 같이,
보통의 쉬운 생활 중, 우연히 우리의 길을 가로질러
부르는 바람에 불려온다.
중요한 진리들은 비싼 값으로 얻어진다. 우연히 만나지지도 않으며
여름밤의 꿈에서도 발견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역경의 바람과 조류와의 시련 가운데서,
마음의 격심한 고투 가운데서 움켜진다,
때때로, 투쟁, 소란, 공포와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힘 있게 내미셔,
정체된 마음의 밑 흙을 갈아 일구실 때
묻힌 진리의 씨앗을 드러내신다.
일반 시장에도 없고, 곡식이나 포도주 가운데도 없다.
금이나 보석들의 상품에도 없다.
한밤중의 세상의 환락의 오락실에도 없고.
제왕의 왕관의 뻔쩍거림에도 없다.
인간 신조들의 보편적인 충돌 가운데도 없고,
교회와 세상 사이의 거래에도 없다,
진리의 아름다운 보배가 독초와 잡초사이에서 찾아지지 않고,
펄럭이는 아름다운 깃발 가운데도 없다.
참고 견디는 수고, 소망과 열정에 보답하면서,
진리는 잘 일구어 놓은 밭에서 추수하듯이 솟아난다.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진리는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진리의 가장 부유한 보배를 언제나 가져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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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4
획기적 시대들과 경륜들,
신의 계획의 진전을 표시
-하나님의 계획은 고정되고 체계적
-세계 역사의 3 대 획기적 시대들
-그 대 획기적 시대들의 특이한 면모들
-“땅은 영원히 지속 된다”
-장차 오는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이 대 획기적 시대들의 분할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면모들이 이렇게 드러남
-알아낸 순서는 조화를 드러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하나님의 계획은 고정되고 체계적
어떤 사람이 한 훌륭한 건축가이며 건축업자인 그의 기술과 지혜를 그의 미완성
된 일로 미루어 무식하게 그릇 판단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몰라서 하나님의 미
완성된 일로 미루어 하나님을 지금 그릇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훈육을 위
해서 묵인된, 그리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마침내 뒤집혀 엎어질 사악의 거친 발
판이 얼마 안 있어 제거되고 잡동사니가 일소 될 때 하나님의 완성된 일은 하나님
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을 널리 선언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영
광스러운 성품과 조화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명백히 고정된 목적을 가지고 계시
며 그의 모든 목적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음으로, 그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뜻
이 그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적의 고정됨을 얼마나 단호히 단언하시는지를
주의해보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분명히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고, 내가 뜻한 바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뜻을 두
셨는데,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겠느냐? 그의 손이 뻗쳐졌는데,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다른 하나님이 없고 나 같은 이가 없다.” .... “나의 뜻이 서리니, 나
의 기뻐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 내가 그것을 구상하였으니, 또한 그것을
행할 것이다.”(사 14:24-27; 46:9-11)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
심이 우연하거나 이상한 것같이 보이더라도 그의 말씀의 이 증언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유하고 불변하는 계획이 체계적으로 완성을 향해서 진전했고 아직도 진
전하고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인정 할 것이다.
세계 역사의 3 대 획기적 시대들
무지함의 암흑가운데서 더듬어 찾고 있는 대부분의 인류는 그들이 조물주의 영광
스러운 성품을 실감 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의 실제 진전을 기다려야 하지
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예언된 미래의 영광을 깨닫고,

획기적 시대들과 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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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불가사의한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의 관계를 헤아리게 되는
것이 그의 특권이다. 그러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약속된 상
속의 상속자들로서, 우리는 아버지 말씀에 전념하여, 그 안에 기록된 계획과 상술
에서 그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씀에서, 인간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
획은 인간 창조에서 시작하여 끝없는 미래까지 미치는 3 대 기간을 걸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운다. 베드로와 바울은 이 기간을 “3 세상들”이라고 부른다. 그것을 우리
는 다음 설명도에서 표시한다.

“세상들”이라고 불리는 대 획기적 시대들

이 3 대 획기적 시대들은 신의 섭리에 관한 3 개의 뚜렷한 증거를 표시한다.

그 대 획기적 시대들의 특이한 면모들
첫째 시대는 창조에서 노아 홍수 때까지이며, 천사들의 경륜 밑에 있었고, 베드로는
“있던 세상”이라고 부른다.(벧후 3:6)
둘째 시대는 노아 홍수 때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이며, “이 세상의 통
치자”(요 12:31;14:30;16:11)인 사탄의 한정된 지배 아래에 있어, 그 까닭에 “이
현재 사악한 세상”이라고 부른다.(갈 1:4; 벧후 3:7)
셋째 시대는 신의 경륜 아래에 “끝없는 세상”(사 45:17)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
지게 되어 있으며, “다가올 세상”이라고 부른다. -거기에는 의가 깃들여 있을 것
이다.”(히 2:5; 벧후 3:13)
이 3 기간(“세상”)들 중, 첫째 것은 천사들의 경륜 아래에 있었는데 실패하였다.
둘째 것은 찬탈자인 사탄의 통치 밑에서 참으로 “사악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셋
째 것은 온 세계의 천하 만민에게 다가올 의와 축복의 시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 두 세상들이 특별히 기재되어있고, 이 둘에 관한 진술들이 강한 대조를
이룬다. 둘째 시대(현재 시대)는 “현재 사악한 세상”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그 안에
선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고 그 안에 악이 지배하도록 묵인되어있기 때문이다. “너
희는 말하였다, ‘지금 우리는 주제넘은 사람들을 가리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움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시험한 그들
조차도 무사히 지내고 있다’.”(말 3:15) 셋째 세상(획기적 시대)은 “의가 깃들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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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가올 세상”이라고 기재되어있다. 이것은 그 안에 악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니
라, 악이 지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죄를 없애는 것은 점진적이어서 첫 천년
전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 때에는 악이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악이 번성하지 못하
고 악인들이 다시는 번영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날에는 의로운 자가 돋아날 것이
다.”(시 72:7) “너희가 기꺼이 잘 들으면, 땅의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사 1:19),
“행악자들은 끊어질 것이다.”(시 37:9)
이렇게 본 바와 같이, 다음의 경륜은 거의 모든 점에서 현재의 경륜과는 반대가
될 만큼 다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왜 현재와 미래의 경륜들 사이에 차이가 있게
되는 가를 보여주신다. 다가올 세상에서는 주님이 왕(통치자)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의와 진리가 번성할 것이고, 현재 이 악한 세상에서는 사탄이 통치자이기 때
문에 악이 번창하고 악인들이 번영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내게 아무런 힘도 없다.” 그 결과로 사탄은 주님의 추종자들을 반대하고,
유혹하고, 괴롭히고, 치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14:30,
고후 12:7) 이 현재 악한 세상(획기적 시대)에서는 누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푸른 나무 같이 무성하다.(시 37:35; 딛후
3:12)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왕국은 이 세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 연대(‘다가올
세상’)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은 땅을 지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
서 이것을 위하여 소망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사탄이
“이 어두움의 세상의 통치자”이다. 그러므로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다” 사탄이 불순종한 아들들의 마음가운데서 지금 지배하고 역사하고 있다.
(마 6:10; 엡 6:12; 사 60:2; 엡 2:2)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훌륭하신 건축가의 계획의 어떤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
직 완전히 진전되어 있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새 왕과 새 경륜이 오
래 전에 소개됐을 것이다. 왜 그 중요한 부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기되었는가 하
는 것과 사탄아래 현재 악의 지배에서 그리스도 아래 의의 지배로 바뀌는 방법은
중요한 점들이다. 이 두 점들이 지금부터 충분히 증명 될 것이다. 지금 사탄을 순종
하는 세상의 왕국들이 적합한 시기에 우리 주님과 당신의(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
국이 될 것이라는 것만을 지금은 말 해두자.(계 11:15) 문맥은 이 전환이 전반에 걸
치는 환란 때에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전환에 관하여 예수께서 말
씀하시기를,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사람의 집에 들
어가 그의 가재도구를 강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다.(막 3:22-27) 이렇게 그리
스도의 의와 평화의 통치가 설치되기 전에 사탄이 먼저 결박돼서 감금되고, 페하여
져야 된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다. 따라서 이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 새 경륜의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계 20:2)
“땅은 영원히 지속 된다“
이 땅이 이 모든 ‘세상들’과 경륜들의 근거라는 것과 연대들이 지나가고 경륜들이
바뀌어도, 땅은 여전히 존속한다(“땅은 영원히 서 있다.”(전 1:4))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베드로는 똑같은 상징을 계속 써서 각기 3 기간을 따로따로 하늘과 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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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 여기에서 하늘이란 말은 더 높은 영적 지배적인 권력을 상징하고, 땅은 인
간 정부와 사회조직을 상징한다. 이렇게 첫 하늘과 땅(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사
태의 질서와 조직)은 그들의 용도가 완성됐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 끝났다. 그러나
실제의 하늘(하늘과 대기)과 실제의 땅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그와 마찬
가지로 지금 세상(하늘과 땅)은 큰 소리와 뜨거운 불과 용해 -혼란과 환난과 붕괴
로 소멸- 될 것이다. 결박되는 힘센 사람(사탄)이 자기 권세를 유지하려고 투쟁할
것이다. 실제의 하늘과 땅이 아니고 현재의 질서와 정부의 조직과 사회가 사라질
것이다.
현재의 하늘(영적 지배의 권력들)은 “새 하늘”(그리스도의 영적 지배)에 자리를
내 주어야 한다. 현재의 땅- 사탄의 지배 밑에 지금 조직되어 있는 인간사회- 은
“주의 날” 시초에 “가마처럼 불타”(말 4:1) 용해되고 부서져야 한다. 현재 인간사회
는 “새 땅”으로, 즉 땅의 새 왕(그리스도)과 조화되어 조직된 사회로 바꿔질 것이다.
현재 조직이 새롭고 보다 좋은 왕국으로 바꿔질 때, 의로움과 평화와 사랑이 인간
들 사이에 널리 행하여질 것이다. 그 새로운 왕국의 기준은 가장 엄격한 공정일 것
이다.
장차 오는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바울은 그 다음의 경륜, 그가 부르는 바, “다가올 세상”을 언뜻 보았다. 바울이 말
하기를, 시간이 미래로 흘러가 사태의 새로운 상태인 “새 하늘”, 그러므로 “셋째 하
늘”로 그가 “이끌려 갔다.” 육체적이었는지 정신적이었는지, 둘 다였는지 그 자신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본 견해로는 아주 실재였다고 했다. 이렇게 그는 그가 알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적 지배 밑에 있게 될 사태를 보았다.(고후 12:2-4) 틀림없
이, 바울이 본 것들은 요한이 그 후에 본 것과 똑같은 것들이었고, 요한은 오직 때
가 되어야만 그 의미들을 이해 할 수 있는 상징들로 교회에게 표현하도록 허락 받
은 것들이었다. 파트모스(Patmos) 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는 동안에 요한은 환상
속에서 기독교 시대와 기독교 시대의 교회와 국가의 변천하는 광경을 통하여 현재
사악한 세상(시대)의 끝날 까지 미래로 이끌리어, 그 미래의 예언적 환상에서 그는
사탄이 결박되고, 그리스도의 군림과 확립된 새 하늘과 새 땅의 계시를 받았다. 처
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계 21:1)

시대들과 경륜들
밑의 도표에 예증된 것처럼 대 획기적 시대들이 시대들로 분할되어 있는 것을 우리
는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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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 획기적 시대들의 분할
이 대 획기적 시대들(“세상들”) 중 첫째 것은 분할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인간
과 관계하시는 방법은 그 시대 전체(아담이 타락한 때에서 노아 홍수 때까지)를 통
하여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 속에 기록된 그의 율법을 인간에게 주
셨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체로 “사악을 계속적으
로” 범하여 타락하는 진로에 내버려두셔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절대
적인 순종을 요구하심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셨다. 그 첫 경륜
은 충실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휩쓸어간 홍수로 끝났다. 그래서
첫 경륜은 죄악의 재난의 결과를 나타낼 뿐이 아니라, 죄악의 경향은 더 큰 타락과
불행으로 빠진다는 것과 만일 인간이 ‘잃은 것’ 곧 첫 지위를 회복하려면 여호와의
개입이 필요함을 증명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둘째 대 획기적 시대(“지금 있는 세상”)는 3 시대를 포함한다. 각 단계는 하나님
의 계획안 가운데 악을 타도하기 위해서 있다. 매 단계는 먼저 것 보다 더 높고 그
계획을 추진하여 완성에 더욱 가깝게 한다.
셋째 대 획기적 시대(“다가올 세상”)는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미래를 나타내는데,
천년 시대(“만유의 회복의 날”)를 포함한다. 대 획기적 시대 다음에 오는 또 다른
‘다가올 여러 시대’의 상세한 내용은 계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계시들은 죄악에
서 인간의 회복을 다루고, 다음에 올 영원한 영광을 다루지 않는다.
“지금 있는 세상”에서 첫째 시대를 조상의 시대(조상의 경륜)라고 부른다. 왜냐
하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관계와 총애는 소수의 개인들에게만 있고 나머지 인류
는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총애를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다. 이들의 각기는 차례대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
아온 자인 것 같다.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시대나 관계의 체제는 끝이 났다. 야곱이
죽었을 때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라고 처음 불리고, 그 전부가 하
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전형적인 제사들을 통해서 전형적으
로 “거룩한 나라”였고, 그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 별거되었으며,
따라서 어떤 특유한 총애를 받았다.
야곱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끝나는 신의 계획의 이 면모를
위해서 할당된 이 시기를 유대인의 시대(율법의 경륜)라고 부른다. 그 시대에 하
나님께서 그 국민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주시고 특별
한 계약을 그 국민과 만드셨다. 그 들에게 천막을 주셨으며, 지성소 안에 있는 그의
쉬카이나(shekinah) 빛의 영광은 그들의 지도자와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
호와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 유대 국민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으며, 마침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다른
국민들에게는 가시려 하시지 않으시며 제자들까지도 주위의 나라들에 가는 것을 허
락하시지 않으셨다. “이방사람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로도 들
어가지 말라. 그 대신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은 양들에게로 가라.”(마 10:5,6)
라고 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다시 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은
양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마 15:24) 이 국민 특
유의 총애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끝났다는 것이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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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집이 당신들에게로 버린바 될 것이오.”라고 못 박히시기 닷 세 전에 하신 예수
님 말씀에 나타나 있다,(마 23:38)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면모가 이렇게 드러남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기독교의 시대/복음의 경륜. 그
기간에 ‘의롭다고 인정되는’ 좋은 소식을 유대 국민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에
도 포고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셨기 때문이다.(히 2:9) 이 복음시대에도 역시 특별한 호
의를 위해 부름을 받은 한 계급이 있으며, 그 계급에게 특별한 약속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 계급은 곧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나 주님으로 받아드리
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그들을 말한다. 복음(좋은 소식)의 포고가 여기저기에
1 천 9백년 간 온 땅에 두루 퍼졌기 때문에 복음이 대체로 각 나라마다 전도되었다
고 지금 말할 수가 있다. 이 복음의 포고는 많은 국가의 국민들을 개종하지는 못하
였다. 이 시대에 개종하는 것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복음의 포고는 여기저
기에서 몇 소수씩, 모두해서 “적은 무리”라고 일컫는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했다. 예
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눅 12:32) 다음 시대에 이들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을 아
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알아낸 순서는 조화를 드러냄
이 시대로 “현재 사악한 세상”은 끝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겉으로는 그의 대의
를 손상하는 듯 하는 사악의 우세와 지배를 묵인해 오셨지만, 하나님의 깊은 계획
은 고정되고 뚜렷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기에 정확한 순서를 따
라 꾸준히 진전했다. 이 시대의 끝에, 그에 잇따른 천년시대의 초기에 사탄이 결박
되고 그의 권력이 타도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설립과 “의가 깃들여 있을
다가올 세상”(벧후 3:13)의 시작을 위한 준비이다.
일천년을 의미하는 천년 기는 이의 없이 요한계시록 20:4에 언급한 기간 -“다가
올 세상” 안에서 첫 시대인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
담의 타락 때문에 잃은 모든 만물이 천년시대에 회복될 것이며(행 3:19-21) 천년
시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눈물이 닦여질 것이다. 천년시대의 끝을 지나서 다음에
오는 행복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과 부르짖음도 없으며 더 이상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다.(계시 21:4). 하나님의 계
시는 그 이상 열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멈춘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우리는 여기에서 다만 그 시대의 이러한 계획을 개관했다. 더 연구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조화, 미, 질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각 시대는 하나님
의 계획의 전체로서 완전한 발전에 필요로 하는 각 시대가 성취할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 계획은 점진적인 것이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시
는”(엡 1:11) 건축가 신의 본래의 계획의 웅대한 완성을 향해 위로 앞으로, 시대에
서 시대로 점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큰 기간의 어느 하나도 그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단이 무한하시지만 시간
과 방법의 지혜로우신 경제가이시다. 그리고 권력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목적
들을 잠깐이라도 지체하거나 좌절케 할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의 감독과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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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선한 것뿐이 아니라, 악한 것, 그 모든 것이 함께 그의 뜻의 성취를 이룬다.
복잡한 기계의 전부나 한 부분이라도 한 어린아이에게는 혼동으로 보이는 것 같
이, 하나님의 계획의 복잡한 기계의 구조를 단지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하
고 훈련이 안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질서, 혼동, 실패로 보인다. 미숙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의 복잡한 기계의 구조를 이해 할 수 없으며, 그
기계의 바퀴들과 피대들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임은 단지 혼동일 뿐이다. 그러나 성
숙한 마음과 연구는 겉보기에 혼동과 같은 것이 훌륭한 결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아름다운 조화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기계는 그 어린아이가 기계의 운영
을 이해하기 전이나 이해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진실로 성공이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성공적인 운영을 했고, 운영 하
고 있는 동안, 하나님 계획의 복잡한 일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해주
기 위함뿐이 아니라, 행복 된 결과들을 경험도 할 수 있도록 인간이 필요한 훈련을
받아오고 있다.
우리가 신의 계획에 관한 연구를 추구하는데, 이 시대들과 각각의 특수성들과 목
적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마침 고리 하나는 연쇄가 아니고, 여러
고리들이 결합되어 연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여러 시대 가운데 계획은 아무 한
시대 안에서 보이지 않고 모든 시대 안에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 부분의
독특한 특징을 유의함으로서 전체 계획의 정확한 관념을 얻는다. 그래서 이렇게 우
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딛후 2:15)
한 획기적 시대나 경륜에 속하는 말씀의 성명은 다른 획기적 시대나 경륜에 적용
해서는 안 된다. 한 시대의 진술된 일들은 다른 시대의 진술된 일들에 언제나 적합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례로, 현재에 관해서 말하기를, 땅이 여호와의 지식으로 가
득 찼다거나 각각 자기 친구와 형제를 가르쳐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라! 고 말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사 11:9; 렘 31:34)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이것
은 이 시대에 있어서 사실이 아니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 주님이 그의 왕국을 설
치하실 때까지 사실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통해서 많은 미혹하는 속
임이 있었으며, 이 시대의 바로 종말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마지막 날에 ...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그릇 인도하기도 하고, 그릇 인도
되기도 할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딛후 3:1,13)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땅
이 틀림없이 여호와의 지식과 의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은 천년시대에 메시아의
통치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사 11:9; 합 2:14)
이 비슷한 오류이며 매우 일반적인 오류는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설립되고 있고,
지금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추측하며,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 국민들 중에 지금 이
루어진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이 세
상 왕국들은 사람들의 증가하는 지성이 허락하는 만큼 대부분은 압제와 부정과 속
임을 통해서 지탱되고 있고, 부유하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세상의 통치
자”(요 12:31,14:30,16:11)인 사탄이 제거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가 친히 큰 권세를 잡
으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지금 사탄의 지배 밑에 있는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의 주와 당신(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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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들에게 밝힐 때가된 빛으로, 우리는 과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중하게 진전하심을 표하는 그 특별한 제도와 질서를 식별한
다. 그리고 쿠퍼(William Cowper)가 전능하신 여호와의 뜻의 자취를 찾아낼 수 없
을 때에 신뢰하는 산 믿음으로 감명을 받은 아름다운 단시가 강렬히 생각에 떠오른
다.
그가 그것을 알기 쉽게 하리라
“하나님은 신비롭게 움직이신다,
그의 불가사의한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
그는 그의 발자국들을 바다에 내시며
폭풍을 타고 달리신다.
“측량할 수 없는 깊은 광산에서
실패 없는 솜씨로,
그는 그의 빛나는 계획을 마음에 새기신다,
그리고는 그의 주권의 뜻을 성취하신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이여, 새로운 용기를 갖기를,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구름들은
큰 자비를 지니고 있고,
갑자기, 너희 머리 위에 축복을 퍼부을 것이다.
“미약한 직감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나 그의 은총을 얻기 위해 신뢰하라.
험한 섭리 뒤에
미소하시는 얼굴을 그는 숨기신다.
“그의 목적들은 빨리 익을 것이다,
시시각각 나타내시면서,
봉오리가 쓴맛이 있을지 모르나,
그와 달리, 꽃은 달 것이다.
눈 먼 불신은 반드시 그릇되고,
그의 일을 헛되이 대충 훑어본다,
하나님은 자신의 해석 자 이시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알기 쉽게 하실 것이다.
------------“내 앞일을 모르노라,
기쁨이나 슬픔이 있을지,
어떤 구름이 앞날을 위협할지,
어떤 꽃이 길가에 피게 될 런지,
그러나 내 옆에서 동행하시는 한 분이 계시니,
화복 어느 경우에도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로 내가 위로와 위안을 삼느니,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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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5
“만세와 만대에서 숨겨진 신성한 비밀이 지금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 골로새서 1:26
-첫 약속의 가물거리는 빛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희망이 미루어짐
-신성한 비밀이 오순절에 드러나기 시작
-신성한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왜 신성한 비밀이 그렇게 오래 간수 되었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비밀
-적절한 때가 이를 때 모두에게 명백하게 됨
-언제 신성한 비밀이 완성될 것인지

첫 약속의 가물거리는 빛
인류가 사악의 고난을 겪고 있고, 그 고난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없는 동안, 하나
님께서는 오실 구원자를 통하여 인류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려는 그의 목적을 되풀
이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누가 그 구원자일 것이라는 것은 4 천년동안 하나의 비
밀이었다가 기독교 시대(복음시대) 초기에,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비로소 분명히 드
러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첫 양친(아담과 이브)이 생명과 에덴동산의 행복을 잃은 때를 뒤돌아볼
때, 죄의 정당한 형벌을 받아 슬픔에 가득 차있고,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창 3:15)는 모호한 진술에서 추론된 희망 이외에는 한 가닥의 희망도 없
이 있는 그들을 우리는 본다. 차후의 진전들에 비추어 볼 때, 그 모호한 진술이 우
리에게는 중요성으로 가득 한 것이지만, 첫 양친에게는 다만 희미하고 가물거리는
빛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 완성의 증거 없이 거의 2 천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약 2 천년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그의 씨가 땅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창 22:18, 26:4; 행 3:25; 갈 3:8)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표현하신 목적을 여전히 유지하시고 이제 막 성취하시려는 것처럼
보였다. 세월이 신속히 지나갔다. 약속하신 가나안(Canaan)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 아직 자손도 없었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가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고 추론했다. 그래서 이스
마엘(Ishmael)이 태어났다. 그러나 그의 도움이 필요 없었다. 이것은 적절한 때에
희망과 약속의 아들 이삭(Isaac)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때에 약속된 모든 나라
의 통치자이며 축복자가 온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여러 해가 흘러지나
갔으며, 이삭이 죽고 그의 상속인 야곱도 죽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은 실패였다. 그러나 소수의 믿음은 여전히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으며 하
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탱해 주셨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을 하나
님의 “맹세로 이삭에게 보증하셨고,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한정 없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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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는 계약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이다.(대상 16:16,17)
희망이 미루어짐
야곱이 죽을 때 그의 자손들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십이 지파라고 부르고, 하
나님께서 “택함 받은 민족”(창 49:28; 신 26:5)으로 인정하실 때, 이 민족 전체가
아브라함의 약속된 씨로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세상을 지배하며 축복하리라는
예상이 실현에 임박한 것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혜택을 받아 이미 그들이
강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집트 국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희망은 거의 꺾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의 잊혀졌다.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들은 미궁에 빠지고,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알아낼 수 없을
것같이 보였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되자, 위대한 구원자인 모세가 나타났고, 하나
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을 노예속박
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위대한 구원자는 죽었다. 그
러나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모세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너희
들에게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선언했다.(신 18:15; 행 3:22)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그 이상의 통찰력을 주어, 다음 사실을 나타내 주었다:
그들의 국민이 전체로서, 어떻게든 지배하고 축복하는 미래의 일에 제휴할 뿐이 아
니라, 그들 중에서 선택 될 한사람이 승리와 그 약속의 실현으로 이끌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구출자, 구원자라는 의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지도 아
래 큰 승리들을 얻어, 계약 가운데 약속된 땅에 실제로 들어갔다. 확실히 그 때에
참된 지도자가 온 것 같았으며 약속이 막 완료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에게 다윗, 그 다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들은 한 국민으로서 진보하지 못했다. 솔로몬 때 그들의 번영이 아주 절정에 이
르렀다. 그러나 약속이 곧 성취됨을 경험하는 대신, 그들은 권세를 박탈당하고 다른
국민들에게 종속되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간직하고, 모
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이 최상의 전형인 위대한 구윈자를 여전히 기대하였다.
신성한 비밀이 오순절에 드러나기 시작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오실 왕이시며, 이스라엘을 통
해서 세상의 왕이 되실 메시아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눅 3:15) 그러나 오시는
왕의 영광과 명예에 관한 이스라엘의 희망이 왕의 위대함과 권능에 관한 전형과 예
언들로 고무되어, 축복이 올 수 있기 전에,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물로서 필연적인
고통과 죽음의 일을 지적한 다른 한 쌍의 전형과 예언들을 그들로 하여금 간과하게
했다.
이 고통과 죽음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인도되어 나오기 전에 유월절에서, 율법계
약을 줄 때 동물들을 잡는 데서,(히 9:11-20; 10:8-18)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마다 계
속 이행하는 속죄하는 제물들 가운데 예시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에
뒤따르는 영광을 미리 증언한”(벧전 1:11) 예언자들의 성명도 간과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 제물로서 오셨을 때,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이 검사 받
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눅 19:44) 그의 바로 가까운 추종자들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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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죽으실 때 심하게 당혹되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되어
있는 분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눅 24:21)라고 그들은 애처롭게 말했다.
명백히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잘못 두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지도자
의 죽음이 새 계약(렘 31:31) 밑에서 축복이 오게 되어있는 그 새 계약을 위한 보
증이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계약의 부분적인 성취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
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시
들어진 소망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하였다.(벧전 1:3)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시려고 할 때 그들은 그들의 오래 소중히 여기고 자주 지연된 소망에 관하여 물었
다. “주여, 당신은 이때에 이스라엘에 왕국을 회복시킬 것입니까?” 그들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그 때는 알 수 없겠지만, 그들의 소망은 주로 옳았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대답에서 분명해졌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관할에 두셨으니, 그에 대
한 지식을 얻는 것은 여러분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행 1:6,7)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
하실 때 그의 제자들의 질문이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우
리 주님의 가르치심은 대개 비유와 수수께끼로 되었다는 것(시 49:4)을 우리는 상기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
러분에게 말할 것이 아직도 많으나 지금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가 도래하면 여러분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돕는 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
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요 16:12,13;
14:26) 그래서 오순절의 축복이 오기 전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신성한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조차도 제자들은 수행되고 있는 일(고통과 죽음)과 최초의 계약과의 관계를
명백하고 충분한 이해를 얻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다.(행 11:9; 갈 2:2,12,14)
그러나 그들이 충분히 명백하게 이해하기 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대변자들로 쓰
였고, 그들의 영감을 받은 말들은 그 자신들이 충분히 이해한 것 보다 필시 더 명
백하고 더 깊은 진리의 표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례를 들어, 야곱의 설교를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으로 이방사람
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신부)을 취하시려고 그들에게 주의를 돌리셨는
지 시메온이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이렇
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 일 후에 -이 백성이 이방사람들 가운데서 취해진 후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제건 할 것이며 그 폐허를 재건하여 다
시 세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행 15:14-16)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첫 이방인 개종자에게, 바울을 통해서 대체로 이방인들
에게 보낸 점에서, 야곱은 이 시대에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똑같이 은총을
받게 되어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예언들을
조사하여 이 복음시대의 일이 완성된 후,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이 성취될
것임을 발견했다. 그렇게 오래 숨겨진 큰 신성한 비밀이 차차 소수인 성도들,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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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나님의 “친구들”은 이해하기 시작했다.
바울이 선언하기를(골 1:27) 만대에서 숨겨진 신성한 비밀이 지금 그의 성도들에
게 나타난 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희망입니다.“
이 구절은 과거 모든 시대에서 숨겨지고, 특수한 계급 -성도들, 즉 정결함을 받
아 하나님께 바친 신자들- 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아직도 숨긴 하나님의 큰 비
밀이다.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배웠다.(행 10:38) 따라서 우리는 그를 그리
스도(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께 바친 신자
들) 받은 기름부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다.(요일 2:27) 이렇게 이
복음시대의 성도들은 기름부음을 받은 일단이다. -하나님께 왕 겸 제사장들로 삼도
록 기름부음을 받은 일단이다.(고후 1:21; 벧전 2:9)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그리스도)를 구성한
다.
우리도 역시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이 요한의 가르침과 조화되어, 바울은 우리에
게 다음 사실을 확신해준다: 과거 시대에 숨겨있었지만, 지금 성도들에게 알려진 이
비밀이란, 마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구성원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몸
의 지체들이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기름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도 그렇다
는 것이다.(고전 12:12-28)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엡 5:25-30에 다른 비유로 표현
한 대로, 그의 신부)의 머리나 주님이 되게 기름부음을 받으시고, 그의 몸과 결합되
어 그들은 약속된 “씨”(그 위대한 구원자)를 구성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
다면, 너희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대로 상속자들입니다.”(갈 3:29)
사도 바울은 어느 담대한 주장에 대비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교
회를 신중히 경계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복종시켰으며, 그를 모든
것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모든 것 가운데 으뜸가는 분이
되시기 위함입니다.”(엡 1:22; 골 1:18) 더욱, 바울은 인간 몸의 그림으로, 우리와
머리의 절친한 관계를 아름답게, 그리고 강력히 보여준다. 이와 똑같은 일체를 예수
님도 역시 가르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입니다.”(요 15:5)
기름부음 받은 일단인 그리스도의 구성원들로서 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일체는
피라미드(Pyramid) 형태로 잘 예증되어 있다.
머릿돌(벧전 2:6; 엡 2:20; 사 28:16)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피라미드이다. 다
른 돌들은 그 밑에 쌓아 올리게 될 수 있고, 만일 머릿돌의 모든 특징의 선들과 조
화되면, 전체덩어리가 하나의 완전한 피라미드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씨”(그리스
도)의 구성원들로서 우리의 위치를 얼마나 아름답게 예증하는지 모른다. 우리 머리
에 접합되고, 우리 머리와 완전히 조화된 우리는 산 돌들로서(벧전 2:5) 완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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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서 분리되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다.
완전한 분이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여 지셨다.(빌 2:9)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그에게 드린다. 그래서 그의 모본에 따라 형성되고, 형체를

이룰 수 있어서, 하나님의 건물로 세울 수 있기 위해서이다. 보통 건물에는 우두머
리 모퉁이 돌(엡 2:20)이 없다. 그러나 “보라! 내가 시온에 하나의 돌을 두리니, 택
함 받은 귀중한 기초 모퉁잇돌이다.”라고 기록된 대로, 우리 집에는 한 우두머리 모
퉁이 돌인 “머릿돌”이 있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
함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 분에게 나아와서”, “여러분 자신도 산 돌로서 거룩한
제사직을 위해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드리실 만한
영적인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려는 것입니다.”(벧전 2:6,4,5).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 사이에 합일이 곧 완성될 것이라고 우리
는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재난과 많은 수양을 견디어야한다. 많은 변화를 입게 되어야
하며, 위대하신 건설가의 지도아래 그의 모본을 따라 많이 본받아야한다. 그리고 건
설가의 능력과 이상적인 것을 우리 안에 발휘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대항하거나 좌절하는 우리자신의 외고집의 의도가 없다는 이해가 필요할 것
이다. 우리는 아주 어린애 같고 겸손해야 한다. “자기를 낮춘 정신으로 허리를 졸라
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
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아래 자기를 낮추십시다.
그 특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와 선구자 되시는 예수님을 탁월한 위치로
높이신 것 같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벧전 5:5,6; 빌 2:8,9)
왜 신성한 비밀이 그렇게 오래 간수 되었나?
이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전갈이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 부르심(빌 3:14)을 알아보
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 할 때,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온 은혜(자비,
축복)를 모두 웅변적으로 공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벧전 1:10) 그 위에 전형
들, 비유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지금 그들의 빛을 “좁은 길”
(마 7:14)위에 발산하면서 빛을 발하는 동안 그 “좁은 길”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시나이의 MS 판은 제물 앞의 영적인 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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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 구성원들이 지금 공공연히 드러난 상을 얻기 위하여 경주(고전 9:24)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오직 한 분뿐이 아니라, 많은 구성원으로
구성된 구원자를 세우시려고 하신다. 이것이 진실로 일찍이 상상 한 적이 없던 비
밀이었다. 이것이 “위로 부르심”이며 이것이 복음시대의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께
바친 신자들이 달성할 수 있는 특권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육체에 속하여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오순절 때 기름부음
을 받을 때까지 -새로 운 본성으로 탄생되는 것- 기다리셨다. 바울의 설명에서, “새
로운 피조물”(고후 5:17)외에는 아무도 이 위로 부르심을 존중하거나 이해할 수 없
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신성한 비밀 안
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계획), 바로 그 숨긴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 중
어느 한사람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성령
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계시 하셨습니다”(고전 2:6-14)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서한에서 바울은 신성한 비밀 전체를 밝히고 있으며, 어
떻게 아브라함의 계약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
은 맨 처음의 계약과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과(갈 3:15-18) 모든 민족을 축복할 아브
라함의 씨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갈 3:16)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모든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을 포함한다는 이미 언급된 관념을 전달하면
서,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를 옷
으로 입었습니다 .... 더욱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대한 상속자들입니다.”(갈 3:27,29) 이와 똑
같은 내용의 추리를 철저히 좇아,(갈 4장)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전형, 사라(Sarah)는
계약의 전형이나 약속의 전형, 이삭은 그리스도(머리와 몸)의 전형이라는 것을 그는
밝혔고, 그 다음에 부언하기를,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삭처럼 약속에 속한 자녀입니
다.”(갈 4장 28절)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시대에 그리스도의 발달(성장)이 시
작될 때까지 전형 속에 숨겨 있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비밀
이 신성한 비밀을 숨겨진 채로 보전할 필요가 있었다. 그 이유가 없었다면 비밀
로 숨겨두지를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필연적이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을 인류에게
자세히 드러낸다는 것은 그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이나 그의 몸인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고전 2:8) 만일 계획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비밀로 간직되지 않았더라면, 인간을
구속하는 대가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방해되었을 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 당하는 자들로서, 교회의 믿음을 시험받는 일도(롬 8:17; 벧전 1:7) 역시 방
해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그의 공동 상속자로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
다. 똑같은 이유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요일 3:1)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바로 진수인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큰 비밀일
뿐이 아니라, 적은 무리가 걷도록 부르심을 받은 특유한 행로는 그리스도의 구성원
들을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벧전 2:9)이라고 특색을 이룬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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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큰 비밀이었다. 나사렛의 예수같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만일 그의 주
의를 정치, 법률, 상품이나, 유행의 종교로 돌렸더라면, 그는 위대해지고 존경을 받
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보면, 그의 시간과 재능을 그가 행 하셨듯이 소비
하였다는 것이 세상에게 비밀이었다. 인간의 의견으로는, 그는 어리석게 그의 생애
를 낭비하였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가 악귀가 들려 미쳤소”라고 말하였다.(요
10:20) 그의 생애와 가르침들이 그들에게는 불가사의한 것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사도들과 그들의 동료들은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불가사의한 존재들이었다. 왜냐
하면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것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들이 전망이 있는 직업을 떠났다는 것 때문이었다. 바울은
높은 위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내 버리고 그의 손으로 노동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
도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면류관을 전도
하였다. 이것이 그렇게 불가사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바울, 당신은
미쳤소!. 많은 학식이 당신을 미치게 하였소..”라고 했다.(행 26:24) 그리고 바울 같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렇게 추종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연
고로 미련한 자로 보인다.
적절한 때가 이를 때 모두에게 명백하게 됨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비밀 속에 숨겨 있지 않을 것이다. 천년기의 날
새벽에 더 충만한 하나님의 빛을 인간에게 오게 하여, “온 땅이 여호와에 관한 지식
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사 11:9; 합 2:14)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무지의 암흑을 일소하는 그 의로운 해는 천 년간 영광중에 있는 그리스도
(그 머리뿐이 아니라, 그의 몸의 구성원들)이다. 이것은 기록된 바대로 이다. “우리
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때에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
다.” “그 때에 의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밝게 빛날 것
입니다.”(말 4:2; 롬 8:17; 딛후 2:11,12; 골 3:4; 마 13:43)
현재,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음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난 사람들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믿고 있는 약속들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소망들이 환상
적이고 너무나 사실 같지 않아서 받아지거나 좇아 행동할 수가 없다. 장차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께서 현재 시대에 그의 영으로 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 같이, “그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실 때”, 그 때에 참으로 “적은 무리”
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약속들을 모두 이해하고 존중할 것이다.(행 2:17,18; 욜
2:29,28)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며, 교회를 찬양하는 가운데 기뻐할 것이며, “함께 기
뻐하고 기쁨에 넘쳐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양의 결혼 날이 이르렀고, 그 아내
가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계 19:7)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 받은 교회 안
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그 때에는 그 영광 받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그들에게 충
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머리와 몸)이 상속받은 “매우 위
대하고 귀중한 약속들”(벧후 1:4)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
다는 것을 깨닫는 한편, 교회 가운데 예증된 교훈으로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
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때에 그들에게 약속 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경주하는 동안
교회의 전례는 그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며,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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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가 “매우 위대하고 귀중한 약속들”을 받았다는 이
지식은 탐욕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질서아래 완벽한 인간의 성
품에 이르게 하는 그들의 부르심으로 그들은 충분히 만족할 것이며, 그들의 부름이
그들에게는 본성의 변화(인간본성에서 신의 본성으로)보다 더 바람직 할 것이기 때
문이다.
그 때에는 “그 신성한 비밀”이 끝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 즉 ‘하나님
의 영이 우리 안에 증거 되셨다’라고 하는 점을 그들이 그 당시까지 알아보지 못하
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가 미치거나 미련했
던 것이 아니라(행 26:24) 우리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 곧 부와
존귀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을(눅
10:42)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언제 신성한 비밀이 완성될 것인지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은 일곱째 상징적 나팔을 부는 기간, 어떤 시점에 끝나게
될 것이다.(계 10:7) 이것은 다음 두 가지로 사용된 비밀의 뜻 양쪽에 적용 한다:
(1) 신성한 비밀(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의 면모들)이 그 때에는 알려지고 분명히
보일 것이다. 그리고 (2)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 그 계획의 진수인 교회도 알려지
고 분명히 보일 것이다. 그 때에는 그 둘 다가 끝나게 될 것이다. 그 비밀(숨긴 계
획)이 그리스도의 몸의 찬 숫자, 완전한 숫자의 구성원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러므
로 신성한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 계획은 더 이상 비밀로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계획의 비밀을 더 이상 영속시킬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래 비밀로 간직되고 약속들, 전형들, 상징들 속에 숨긴 신성한
비밀의 위대함과 이 신성한 비밀에 참여(엡 3:9)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
여한 놀라운 은혜는 6천 년 동안이나 여호와께서 인류를 계속 기대와 희망 가운데
내버려두신 신성한 비밀이 완료된 다음에 오는 일이 그러한 중대한 준비들의 가치
가 있는 막대한 일, 웅대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우리에게 암시 해준다.
신비의 장막이 걷히고,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져 내려올 때 세상에 내릴 축복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해서 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신성한 비밀의 완성
을 기다리면서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계속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그들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인 약속된 “씨”가 나
타남을 위해서이다.(롬 8:1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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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날의 제물

“당신께 드립니다,
모든 가슴의 고동,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나의 인간의 유대,
모든 기쁨, 모든 고통,
모든 마음이나, 머리의 행동내가 송축하는 하나님!
모든 희망, 모든 두려움,
모든 웃음, 모든 눈물,
모든 노래와 찬미,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 합니다
(‘Laudamus Te.').
“이 모두를 가져가십시오, 나의 송축하는 하나님,
그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
당신을 내 안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숭배 받으실 분!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번성케 하소서,
내 주님, 완전하신 사랑을!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증대하게 주소서,
당신은 처음과 나중이요!”

우리 주님의 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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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님의 재림 - 그것의 목적
만유의 회복

-우리 주님의 재림, 천년 왕국 이전에 개인으로
-재림의 첫 강림과의 관계
-교회의 선택과 세상의 전향
-택하심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슥 9:12)
-만유의 회복에 관한 예언자의 증언
-우리 주님의 재림은 명백히 교회와 세상의 희망

우리 주님의 재림, 천년 왕국 이전에 개인으로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임명된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
은 참으로 그를 그 안에 모셔야 합니다.”(행 3:20,21)
우리 주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느 방법으로 언젠가 그가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그의 제자들이 이해할 것을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성서에 익숙
한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고 믿고 있다. 실로 예수께서 “보십시오! 나는 사물의 제도
의 종결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마 28:20)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그의
영과 그의 말씀으로 그의 성도들을 안내하시고,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떠받치시며
그들의 모든 고통가운데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계속해서 교회와 같이 계시었다.
그러나 교회가 모든 교회의 경로를 예수께서 알고 계시고, 그가 항구적으로 권고하
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행히 의식을 하였지만, 아직도 교회는 그가 약속하신 개
인의 재림을 열망한다. “내가 가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요 14:3)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확실히 개인의 재림을 언급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언급하신 것으로 생각하
고,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파괴 등을 언급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오순절이 지난 지 한 60년 후, 예루살렘이 파괴 된지 26년 후에 기록된
성경 맨 마지막 책에, 죽었다가 살아나신(계 1:18) 그가 아직 미래 사건에 대해 “보
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데로 갚아 주
리라.”고 언급하신 사실을 이들이 유의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에, 영감을
받은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계 22:12,20)라고 답변한다.
꽤 많은 수가 생각하기를,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전향할 때 그것이 예수의 재림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고 하며, 그래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로 전향할 때까지 그는
계속 오실 것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완전히 오시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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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들은 분명히 그들의 기대에 반대를 선언하는 주제에 관한 성서의 다음 증언들
을 잊고 있다: (1)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전혀 하나님께로 전향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2) “마지막 날에 대처하기 어려운 위험한 때가 올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딛후 3:1-4) (3)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그릇 인도하기도 하고 그릇 인도되기
도 할 것”이라는 것.(13절) 그들은 적은 무리에게 주신 주님의 특별한 경고를 잊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과식, 과음과 생활의 염려로 짓눌려, 갑자기 그 날이
덫과 같이 순식간에 여러분에게 닥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
이십시오. 그것은 온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입니다.”(눅 21:34,35) 그밖
에, 그들이 그가 재림하시는 것을 볼 때, “땅의 모든 부족이 그 때문에 비탄에 잠겨
가슴을 칠 것입니다.”(계 1:7)라고 하신 말씀에, 죄인들이 전향되는 것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전향되는 것 때
문에 모든 사람이 애곡하는가? 이에 반하여 거의 모두가 인정하듯이, 만일 위의 구
절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언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리어 다음 사실을 가
르친다. 만일 모든 사람이 전향되었다면, 그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출현을 반길 것
이지만, 지상의 모든 사람이 그의 출현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
어떤 사람은 주님의 육체적 재림과 임재를 예기하나, 현재의 상태(육신상태)에 있
는 교회의 노력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로 전향되어야 하고, 이렇게 천년시대가
소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림 시일을 멀리 정한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세상이 하나님께로 전향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을 아
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며, 나라들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을 그 때 현재의
상태(육신상태)에 있는 교회의 일이 끝날 것이며, 교회가 이 중대하고 어려운 임무
를 성취할 때, 주님이 지상의 용건들의 결말을 짓고 신자들을 보답하시고, 죄인들을
정죄 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고 한다.
어떤 성경 구절들은 제각기 따로 취하면 이 견해를 지지하는 듯하다. 그러나 하
나님 말씀과 계획을 전체로서 고찰할 때, 이 모두가 정반대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
을 발견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는 세상이 하나님께로 전향되기 전에 오시며, 그 전
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과 교회는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라
는 것과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은 영광을 받은 후, 그 통치에 주님과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통치는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게 하는 하나님의 지정된 수단이다. 주님의 특별한 약속은 이
와 같다. “이기는 사람은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게 하겠다.”(계 3:21) “그들은 살
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동안 왕으로 통치하였다.”(계 20:4)
주께서 천년시대 후까지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두
본문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 두 가지 본문에 주의를 환기하려고 한다. 첫째 본
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도되리
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이다.(마 24:14) 그들은 이것을 복음시대의 종말 전에 세상
이 하나남께 전향함에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상에다 증언하는 것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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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전향함을 함축하지 않는다. 이 본문은 세상이 이 증언을 어떻게 받아드리는가
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이 증언은 이미 나갔다. 1861년에 성서협회의 보고
서들은 보여주기를, 지상 수백만의 모두가 복음을 받아드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지
상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니다. 이제까지 현존하
는 16억 인구 중 그 절반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 본적이 없다. 그러나 본문의 조항
은 성취되었다. 곧 복음(좋은 소식)이 증언으로서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도되
었다.
사도 야고보(행 15:14)는 현재시대에 복음의 주요목적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에게 결합되고, 그의 이름을 받게 될 이겨내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백
성을 취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시대에 세상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은
둘째의 목적이다.
둘째 본문은 “내가 네 적들을 네 발판으로 놓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
라”(시 110:1) 이 본문에 관하여, 모호하고 불명확한 관념은 그리스도가 하늘어디에
물질적 보좌에 앉아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그에게 순종케 하는 일이 성취될 때
까지 계시다가, 그 다음에 그가 통치하려고 오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참조된 하나님의 보좌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의 최고의 권세와 통치
자의 위치를 지시한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그 통치자의 지위를 공유하도록 높여
지셨다. 바울이 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분(예수)을 탁월한 위치로 높이시어,
친절하시 게도 그에게 다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빌 2:9) 하
나님은 그에게 아버지를 제외하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주셨다. 만일 그
리스도가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등상 만들 때(모두 순종케 할 때)까지 물질적인 보
좌에 앉아 계시면, 당연히 만물이 정복 될 때까지 그가 오실 수 없다. 그러나 이 본
문에서 “오른 손”은 고정된 위치와 벤치가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권
능, 권세, 통치자의 위치를 지시한다. 그 말은 검토 중에 있는 본문이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권능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그 자신에게 복종시키기”(빌 3:21)위하여 그가
오신다고 가르치는 다른 구절과 결코 불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된다. 예를
들면, 윌리암(William)황제가 독일 왕좌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왕의
벤치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그는 좀처럼 벤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가
왕좌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가 독일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편은 최고의
위치, 최고의 통치자 다음, 탁월하거나 호의적인 위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독일황제가 왕자 비스마르크(Bismark)를 높였다. 곧 권세의 우편에 앉혔
다. 그리고 이집트 왕국에서, 요셉(Joseph)을 파라오(Pharaoh)의 우편에 앉혔다. 글
자 그대로가 아니고 재래의 비유적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가야바(Caiaphas)에게 하
신 말씀은 이 사고와 일치한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
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마 26:64) 오실 때
그는 우편에 계실 것이며, 천년시대와 그 후 영원히 계속 우편에 남아계실 것이다.
재림의 첫 강림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타난 계획들의 더 깊은 연구는 첫 강림과 재림의 목적의 더 넓은 견
해를 줄 것이다. 그리고 두 사건은 한 계획의 부분으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을 기억해야한다. 첫 강림 때의 특수한 일은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고, 재림 때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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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일은 만유를 회복하고 구속된 자들을 축복하고 해방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죄물로 주셨으므로(딛전 2:6) 우리 구세주는 그 제물을 아버지께
바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다. 이렇게 인간의 죄를 위해 화해시킨다. 현재 사악한 세
상(갈 1:4)의 영향을 극복해야 하며, 그러한 명예를 얻기에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신부, 어린양의 아내”(계 21:9)의 선택 이후까지,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요 12:31)
가 사악한 통치를 계속하는 것을 묵인하시며 기다리신다. 그 때에는 그의 희생으로
그들에게 보장된 큰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일을 시작하기로 되어있으
며, 그는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실로, 구속자가 속죄물 값을 치르셨을 때, 만유를 회복하고, 축복하는 일을 즉시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임하심은 한 가지 사건(첫 강림)뿐이
고, 최초에 그의 사도들이 기대하였듯이(행 1:6) 통치와 축복의 일을 즉시 시작하
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더 나은 것을” 예
비하셨다.(히 11:40)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는 19세기동안 그 머
리의 고난에서 분리되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속죄물로 주심과 온 인류에게 주실 축복 사이인 첫 강림과 재
림사이의 기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시험하고 선택하기 위한 기간이다. 그렇
지 않다면 주님의 재림은 없고 첫 강림만 있었을 것이며, 천년시대에 두 번째 임재
기간에 성취할 일이 예수님 부활에 잇따라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재림
때의 일이 첫 강림 때의 일을 즉시 잇따라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대신, 그보
다는 이렇게 말하자- 만일 여호와께서 “적은 무리”(“그리스도의 몸”)를 선택하는
것을 의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첫 강림은 과거에 일어나지 않고 재림 때 일어났을 것
이며, 강림이 오직 하나만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곱 째 천년동안에
만유를 정결케 함과 회복하게 함이 성취될 것뿐이 아니라, 6천년동안 사악의 묵인
을 분명히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죄인들을 위한 희생과 속죄물로서 예수님께서 오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 자”(롬 8:17)인 “적은 무리”의 선택을 고려하여, 축복과 만유를 회복하시
는 시기보다 충분히 오래 앞당겨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됐다. 이것이 속죄물 속에 약
속되고 준비된 축복을 베푸시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에 명백한 지연의 이유를
밝혀줄 것이다.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그 대가가 인간이 기대했을 것 보다 훨
씬 이전에 미리 준비되었지만 축복은 최초에 계획된 대로 때를 맞추어 올 것이다.
교회의 선택과 세상의 전향
예수님의 승천에서 시작하여 만유를 회복하는 시기의 초인 천년시대 초까지, 그
사이에 낀 전 기간 동안,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고 사도 베드
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하늘은 그를 그 안에 모셔야
합니다.”(행 3:21) 성경말씀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만유의 회복이라는 것과
그가 나타날 때, 이방인들은 격분하고(계 11:18) 대항상태에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로 전혀 전향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므로, 다음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해야한다:
(1) 교회가 교회 사명을 성취하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까지는 좌절될
것이라거나, (2)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장하고 제시한 것같이, 현재 시대에 세상
을 하나님께로 전향하게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나 교회 사명은 좋은 소식(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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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온 세상에 증거 하기 위하여 전파하고(마 24:14) 교회의 위대한 미래의 사명을
위해서 신의 지도 아래 교인 자신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전향
하게 하시는 그의 권능을 아직 결코 고갈하시지 않으셨다. 아니, 그보다 더하시다.
그는 세상의 전향을 아직 시도조차도 하시지 않으셨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한 진술 같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시도 하셨다면, 그는 현저히 실패하셨다는 것을 반영
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이, 지상 수억의 사람들 중에 소수만
이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이 하늘 아래 없는 유일한 이름을(행 4:12) 지적으로
들어 본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몇 개의 지도적인 종파들인 침례교, 장로
교, 등의 견해와 가르침을 강력히 진술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적은 무리”
곧 교회를 선택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께서 단지 교회만을 선택하실 뿐
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의 계획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간 단계인 교
회 선택이 끝나고 영광을 받을 때, 택함 받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 될 세상을 위한
만유의 회복을 가르치는 성서를 발견한다. 이 복음시대의 “적은 무리”인 이긴 자들
은 그들 안에서나 그들 때문에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씨”의 단지
몸이다(머리는 제외됨).
여호와께서 6천년동안 세상을 하나님께로 전향하려고 노력하셨는데 항상 실패하
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견해를 성경의 보증 곧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성
취되며, 그의 말씀은 헛되이 그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하라고 보낸 일에서
성공할 것임(사 55:11)과 일치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함에 틀림없다. 세상이 아직
하나님께로 전향하지 않았다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 말씀이 그 사명을 띠고 보내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택하심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럼 우리는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을 분할한 두 가지 방향의 사고, 즉 택하심
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 이 두 교리는 명백한 반대임에
도 불구하고, 성서의 지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어느 성경 연구자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두 가지가 다 진실임에 틀림없으나, 하늘의 율법과 질서를 관찰하
고, 이 제목에 대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고는(딛후 2:15) 이 둘이 결
코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추측하도록 이 사실은 우리를 즉시 인도해야 할 것이다.
이 질서는 주시해본다면, 시대에 관한 계획 가운데 묘사된 대로, 택하심은 현재와
과거를 통하여 계속하고 있지만, 구별 방법으로 명시된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천년
시대를 통하여 대체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예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줄 것이다. 만일 바로 이전 장에서 개관한 시대들과 경륜들의 독특한
특징이 마음속에 새겨 있고, 택하심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관계되는 모든 성경구
절들을 찾아내고 검토한다면, 택하심을 다루는 모든 성경구절들은 현재와 과거시대
에 응용되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다루는 성경구절들은 완전히 다음 시대에 적용
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바와 같이, 택하심은 임의의 강제나 보통 운명론의 옹
호자들이 신봉하고 가르치는 운명론이 아니고, 그 선택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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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에 하나님께서 유의하시고 계신 목표에 적합함과 적응에 의거한 선택이다.
아르미니아 인들(Arminians)이 옹호하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교리는 이 교리의
가장 진지한 옹호자들이 이제까지 가르쳤던 것 보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훨씬
장려한 전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특별한 사랑은 공로 없이 얻어
진다는 뜻에서 언제나 값이 없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타락한 후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는 특수한 개인, 민족, 계급에게 제한되었다. 그런데 다음
시대에는 천하 만민이 그 당시에 모두에게 알려지는 조건들에서, 그 때에 부여되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초청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마시게 될 것이다.(계 22:17)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대강 흝어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는 자
곧 그 약속된 씨가 오는(갈 3:29) 가계를 통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어떤
정해진 자손을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유의한다. 전형적으로 그 나라 안에서 하나
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위한 위대한 일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을 예증하신 나라로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역시 유의한다. 이집트에서
그들의 구출, 그들의 가나안 땅(Cannan), 그들의 계약, 그들의 율법, 죄를 위한 제
사, 범죄의 소멸과 백성들에게 뿌리기 위한 그들의 동물 제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수하기 위한 그들의 제사장은 세상 모든 인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참 제사장과
참 제물의 모형이며 전형적 표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오직 너희만을 알았다.”하셨다.(암 3:2) 그리스도가 오
시기까지 이 백성만을 알아보셨다. 그렇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랬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그들에게 제한되었으며, 그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방 사람들의 길로도 가
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그의 제자
들이 다른 민족에게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의 제자들이 묻기를, “주여 어째
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은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마 10:5,6, 15:24)고 하셨다. 그
의 모든 시간을 죽으실 때까지 그들에게 바치시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값없고
풍부한 은혜를 첫 번으로 나타내셨다. “적절한 때에” 같은 은혜가 세상 모든 인류에
게 진실로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숭고한 선물인 이것은 민족이나 계급에게 제한되지 않았다. 이스
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 보셨기 때문이다.(히 2:9)
그리고 지금도 역시 복음시대에 어떤 종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얻는다. 세상의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들 보다 (값없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복음으로 더 많
은 은혜를 받았다.
세계지도를 한번 보자. 얼마나 작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뚜렷한 정도로
교화되고 축복이 되었는지 보자. 특권과 지식을 가진 당신 자신과 오늘날 부르심을
들어 본 적이 없고, 따라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이교의 암흑에 있는 수백만 수의
사람들과 대조해 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예수 그리
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 받고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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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히 이룩한 일단의 수가 찰 때, 그 다음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은 단지 시작일 것이다.
그 일단이 선택되고, 성숙해지고, 권세의 자리로 높여지기까지는 그 씨가 뱀의 머
리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 분이 얼마 안 있어 사탄
을 여러분의 발아래 부서뜨리실 것입니다.”(롬 16:20, 창 3:15) 복음시대는 신랑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정결한 처녀, 충실한 교회를 예비케 한다. 그리고 이 시대 끝
에, 교회가 “준비” 될 때(계 19:7) 신랑이 오시고, 예비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마 25:10) 둘 째 아담과 둘째 이브는 한 몸이 되며, 그 다음에 만유의
회복의 영광스러운 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다음 경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교회
는 더 이상 정혼한 처녀가 아니고 신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과 신
부가 오시오! 하고 계속 말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듣는 사람은 오시오! 하고 말하
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마십시오.”(계 22:17)
복음시대는 교회의 사명을 종결하기는커녕 웅대한 미래의 일을 위한 오직 필요한
준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약속되고 앞으로 올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모든 피조물이 지금 까지 계속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
당하고 있다.(롬 8:19,22) 그리고 단지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
은 사람들을 위한 한량없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앞으로 오는 시대의 축복 된 기
회로서, 우리 아버지의 계획가운데 준비되어있다는 것은 축복된 사실이다.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 (슥 9:12)
어떤 사람은 재림 때 예정된 축복을 얼마간 알아볼 수 있고, 주님이 그의 죽음으
로 사신 광대한 축복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제안을 깨닫지 못한다. 즉 부패에 감금(사망) 가운데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재림 때 비교적 덜 완전하게 죽은 사람들(사라 남아있을
사람들. 마 8:22, 눅 9:60 참고.) 못지않게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통칭에 관심을 같
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귀중한 피로 사신
축복과 기회를 가져야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시대에 무덤 속에 있지 않는 사람
들뿐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축복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이 제목에 대한 주님의 증언을 더욱 연구하면 충분한 증명을
발견할 것이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슥 9:12)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아담이 창조된 이후 6천년 동안 지구상에 살아온 인간의 수는 1천 4백 30억 가량
이라고 견적되고 있다. 이들 중, 하나님의 성도의 수는 이성으로 계산할 수 있는 매
우 광범위한 견적으로 10억보다 적을 것이다. 이 대강의 견적은 “사람들 가운데 주
신 이름들 중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이 하늘 아래 없는” 유일한 이
름(행 4:12)에 믿음과 소망이 없이 죽음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수, 1천 4백 20억
(142,000,000,000)의 막대한 총계를 남길 것이다. 참으로, 이들 중의 막대한 대다수가
예수님을 전혀 알거나 들어 본적이 없었으며, 그들이 들어 본적이 없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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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물어봅시다. 숫자가 전혀 부적당한 관념을 주는 이 방대한 무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사정이 어떠며 어떻게 될 것일까? 그들의 사정과 상황들을 미리
아셨음에 틀림이 없으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무런 예비를 하시지 않으셨을
까?
아니 그의 자녀들이 주장하듯이, 많은 희망 없는 영원한 고통을 주기 위하여 그
가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비참하고 무자비한 예비를 하셨는가? 아니 그가 그
들을 위해서 아직 그의 계획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 가운데 그 유일한 이름
을 모두가 알게 되고, 조건들에게 순종하게 되어 영생을 즐기는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가?
각 사려있는 교인들마다 그 자신에게 질문하며, 진실하고 여호와의 성품과 조화
를 이루는 답변을 알려고 갈망하는 이런 질문들의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다.
무신론자(Atheism)의 응답- 그들은 영원히 죽어있다. 금후란 말이 없다. 그들은
결코 다시 살지 않을 것이다.
칼빈(Calvinism)주의자의 응답- 그들은 구원을 받도록 택하심을 받지 않았다. 하
나님께서 그들은 잃어버리도록(지옥에 가도록) 운명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소망
이 없이, 언제나 머무를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그들이 지금
거기에 있다.
아르미니안(Arminianism)주의의 응답- 하나님께서 무지함을 참작하여 그들의 많
은 수를 용서하신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들이 아는 한 최선을 다 한사람들은 그들
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 본 적이 없을지라도 확실히 “처음 난자들의 교회”(히 12:23)
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마지막 견해에, 모든 기독교의 교파들의 대부분이 (어떤 교리들은 그와 반대임
에도 불구하고) 동의하고 있다. 그 동기는 어떤 다른 견해는 하나님 편의 공정과 화
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느낌에서이다. 그러나 성서에서 이 마지막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가? 무지함이 구원의 근거라고 성서에서 가르치는가? 아니다. 성서에서 언급한
구원의 오직 근거는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참으로,
이 은혜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엡 2:8)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이 전 기독교 제도의 근원적인 원칙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
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사도들이 응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했
다.(행 16:30,31) “사람들 가운데 주신 이름들 중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이 하늘 아래 없다.”(행 4:12)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
을 것이다.”(롬 10:13)
그러나 바울은 사람이 믿을 수 있기 전에 복음(좋은 소식)을 들어야 한다고 추론
한다. 말하기를, “하지만, 믿음을 둔 일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또한 들
어 본 일이 없는 분에게 어떻게 마음을 두겠습니까?”(롬 10:14)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바울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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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롬 2:14)라고 말할
때, 무지함이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이에서 그들은 그들의 양심
이 공급하는 율법이 그들이 의롭다고 인정하는데 충분하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그
러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바울의 논지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하며,(롬 3:19) 기록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정죄 되었다고 한다 양심
의 빛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그 양심의 빛이 그들을 용서했거나 비난했거
나 이 사실은 마치 기록된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으로 정죄 되었든 바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온전함에 못 미쳤으며, 삶을 얻기에 부족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는 이유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은 그들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
이 의롭다고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에게 보여줄 목적이었다. 그것은 “율법
의 행위로는 아무도 그(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롬
3:20) 기록된 율법은 유대인들을 정죄하였으며 이방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기에 충
분한 양심의 빛을 가졌다. 이렇게 생존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모든 입을 막았고,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유죄하다.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 점에서 잘못 내디디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 모두
를 위반한 사람이 되고, 율법계약으로 약속된 어느 축복이든 주장할 수 없다는 야
고보서(2:10)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롬
3:10)란 말씀을 깨닫게 된다.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정죄된 사람은 공적 있는 일
로서는 어느 하나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과 무지함을 구원의 기초라고 내 세
우는 것은 동등하게 무익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성서는 사람을 구원할 각
소망의 문들을 다 닫는다. 무지함이 어느 한사람도 믿음과 순종의 보답에 자격을
줄 수 없다.
만유의 회복에 관한 예언자의 증언
많은 기독교인들은 수백만의 무지한 유아들과 미개인들이 영원히 구원을 잃게 될
것(영원히 희망 없는 고통 받는 곳으로 보내진다고 그들이 배웠음)이라는 것을 믿
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이 성경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지한 사람들을
정죄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들의 관대한 마음과 그들이 하나님
께서 선량하심을 감지하는 것에 감탄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성급하게
성경의 선언을 버리거나 무시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함을 통해
서 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이 행위들이 그들이 말한 신념과 일치하는가? 아니다. 그들은 무지한 사
람들이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그들은
계속 수천의 귀중한 인명과 수백만 불의 돈을 희생할 정도로 미개인에게 전도사들
을 보낸다. 만일 그 모두나 그 절반만이라도 무지함으로 구원 될 것이라면, 그들에
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전도사들을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명확한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도사들이 그들에게 갈 때 천 명 중에 오직 약 한
명만이 믿기 때문이다. 만일 이 관념이 옳은 것이라면, 그들을 무지함에 남아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비율이 구원 될 것이기 때문
이다. 같은 방면의 논거를 계속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무지함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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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 두셨다면, 모두가 구원 될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강림과 죽음이 헛되고, 사도들과 성도들의 전도하는 것과 고
통당하는 것이 헛되었으며, 소위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 대신,
매우 나쁜 소식이다. 각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그가 존재도 하기 전에, 불변하게 고
정되어 있다고 하는 칼빈주의(Calvinistic)나 운명론의 견해 같은 택하심을 신봉하
는 그들을 전도사로 보내는 것은 더욱 더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전도사 정신으로 가득한 성경은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한 길은 믿음으로, 또 하나는 행위로, 또 다른 하나는 무지함으로 구원.
성경은 하나님께 불명예를 초래하는 운명론도 가르치고 있지 않다. 성경은 인류
에게 온갖 다른 구원희망의 문이 닫힌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의 문, 유
일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으며, 누구라도 원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
하고 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된 특권의 진가를 지금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적절한 때에 완전한 지식과 이해를 갖도록 교육을 받
게 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누구도 정죄된 인류가 모두 하나님께 올 수 있
는 유일의 길은 공적 있는 일이나 무지함이 아니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리스도
의 귀중한 피의 공로 안에 믿음으로서만 이다.(벧전 1:19, 요 1:29) 이것이 복음,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다.(눅 2:10)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들을 검토해보자. 그리고 하나님
의 성품의 해명은 하나님 당신께 남기자. 일천 4백 20억의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을
지 알아보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들이 지금 고통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실
대로 갚아주시기 전에는(마 16:27) 충분하고 완전한 유업의 상을 교회에게 주게 되
어 있지 않다는 것뿐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도 그 때에 역시 그들의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는 것을 성서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현재의 상태가 무엇이든
그것이 그들의 완전한 보답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
의한 사람들은 심판 날에 끊어버리기 위하여 보전해 두실 줄 아십시오”(벧후 2:9)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우리 동료 피조물들이 어느 때건 구원에 필요한 지식이 결핍
하기 때문에 구원을 놓쳐버려야 한다는 생각은 한 불꽃같은 사랑이나 동정을 가진
모두에게는 참으로 슬플 것이다. 그밖에 이 모든 것과 조화하기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수많은 성서들도 역시 있다.
우리 살펴봅시다. 앞으로 오는 시대에 회복을 통한 모든 희망을 버리고 과거와
현재만이 유일의 기회라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
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일 4:8, 요 3:16)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처럼 많이 사랑하셨다면 그는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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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만 구원받게 하실 뿐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믿게끔 듣도록 예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을까?
또 우리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다.”(요 1:9)함을
읽을 때, 우리의 관찰은 그와 다르다. 모든 인간이 교화되지 않았다. 우리 주님이
지상의 수십억 중 소수 이상을 계몽 하셨다고 볼 수 없다. 이 비교적 계몽된 시대
에도 수백만의 미개인은 이런 교화의 흔적을 나타내지 않는다. 과거 시대에 소돔
족들(Sodomites)이나 다른 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히 2:9) 그러나 만일 그가 일천 4백 30억
명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그의 희생이 10억 명에게만 효험이
되었다면, 구속이 비교적으로 실패였지 않은가? 그러면 그 경우에 사도의 말씀이
너무 광범한 것이 아닌가? 또 우리는 “보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선포 합니다”(눅 2:10)라고 읽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적은 무리”에게만 좋은 소식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못되었다는 것
을 우리가 보면, 천사들이 그들의 예언의 친절과 범위를 과장한 것이 아닌가? 마찬
가지로 그들이 공표한 메시아가 성취할 일의 중요성을 과대평가 한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보도 한 분이
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물로 주
셨으니.”(딛전 2:5,6)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물이라고요?
그러면 왜 포함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얼마간의 혜택을 입어서는 안
되는가? 왜 모두가 믿게 그 진리를 알게 해서는 안 되는가?
해결의 열쇠 없이는 이 말씀이 얼마나 불명료하고, 얼마나 불일치하게 보이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여는 열쇠를 발견하면, 이 본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선언한다. 이 열쇠는 마지막으로 인용된 성
서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된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죄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 할 것이라.”(딛전 2:6)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적
절한 때를 정해놓고 계신다. 그가 그것을 이들에게 그들의 과거 생애에 증언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증거 하시지 않으셨으므로 그것은 미래가 그들의 적절한
때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참 교회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리
고 하나님 왕국의 영예를 같이 나누게 될 그들에게는 현재가 듣는 “적절한 때”이다.
그래서 지금 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듣고 유의하게 하라. 그러면 그는 적절히 축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물을 갚으셨지만,
그 후 여러 해 동안은 그것(증언)을 듣는 우리의 “적절한 때”가 아니었고, 오직 그
에 올바를 이해만이 책임을 초래했으며, 이 책임은 오직 우리 능력과 이해 정도 만
큼이다. 같은 원리가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것(딛전 2:6)이 하나님의 특정한 때에
모든 사람에게 증언 될 것이며,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그 때 믿고 축복을 받는 기
회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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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견해는 죽음이 모든 보호관찰을 끝낸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
는 성서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만일 죽음이 세상의 무지한 일반대중을 위한 모든
소망을 끝낸다면, 위의 모든 성서들과 더 많은 성서들이 무의미하거나 보다 더 나
쁠 것이다. 일반적으로 받아드린 이 견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인용한 성서 하나는
“나무는 .....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게 한다.”(전 11:3)이다. 만일 이 구
절이 인간의 미래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무덤에 들어갈 때 그의 상
태가 어떤 것이든 그가 무덤에서 깨어날 때까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
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다음 장들에서 보여주게 될 바와 같이, 그 제목에
관계되는 모든 성서들의 균일한 가르침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함 때문에 인간을 구하실 것을 제안하시지 않고, “그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딛전 2:4) 태반의 인류가 무지함
가운데 죽으며, “네가 들어갈 곳인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
혜도 없다.”(전 9:10)라고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지식, 믿음,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
하여 죽은 사람들을 깨우시는 것을 예비 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계획은, “아담 안에
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순위대로 될 것입니다.”- 첫 열매는 복음 교회,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후 천년시대에 그가 임재 하시는(오심은 오역) 그 천년 동
안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사람들 모두이다.(고전 15:22,23) 이때가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그를 알게 되는 모두(히 8:11)를 위한 주님의 특정한 때이다.
죽음이 첫 사람 아담을 통하여 있게 되었으므로, 죽은 사람이 살게 되는 것도 그
리스도, 둘 째 아담을 통하여 있게 되었다.(고전 15:21). 첫 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
음을 통하여 인류가 잃은 모든 것이 둘 째 아담을 깊이 믿는 사람들에게 회복하게
되어있다. 아담에게 모자랐던, 악을 경험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깨어날
때, 하나님의 선물로 구속을 감사히 받아드리는 사람들은 최초의 순종조건에서 영
구히 계속 살 수 있다. 평화의 왕의 의로우신 통치 밑에 완전한 순종이 요구될 것
이며 완전한 순종을 할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 제공한 구원이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명백히 교회와 세상의 희망
유니버설리스트(Universalists‘ 보편 구제설을 신봉하는 사람들)를 제외하고 일반
적으로 무시된 또 하나의 다른 본문을 이제 고려하자. 우리는 유니버설리스트가 아
니라도 하나님 말씀의 모든 증언을 이용하고, 믿고 기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세주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딛전 4:10)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
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각별히(“절대
적으로”)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에게 생
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본의에 상반하여 그들의 의지나 선택의 자유와 갈등할
그러한 구원이 아니다. “내가 오늘날 생명과 죽음을 당신 앞에 두었으니, 당신이 계
속 살려면, 생명을 택하라.”(신 30:19)
시메온(Simeon)은 이 두 가지의 구원을 이와 같이 말하면서 대조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서 베일을 벗기기 위한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광입니다.”(눅 2:30,32) 중보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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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자신을 속죄물로 주신 사실은 기약이
이르면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게 되어있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과 일치한
다. 이것은 그들 편의 신념이나 의지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미칠 사실이다. 구
주의 이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나(눅 2:10,11) 죄와 죽음에서 특별한
구원은 그의 백성인 그를 깊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올 것이다.(마 1:21) 아들을 믿
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요 3:36)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다음 두 가지 단계를 깨닫는다:
(1) 일반적 구원- 각 개인에게 마다 올 일반적 구원은 참 빛에서 비취는 빛과 생명
을 선택하는 기회를 필요로 한다. 인류중 대다수가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구주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증언해 주기 위하여 그들을 무덤에서 깨내어 나오게 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2) 특별한 구원- 신자들이 희망 중에 현재 누리고 있는 특별한 구원(롬 8:24)과 천
년시대에 “그 날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실현될 실재는 죄의 종에서 그리고 죽
음의 부패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가지는 완전한 해방이다.(롬
8:21)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의 경지에 이름은 그리스도 왕국의 율법을 마음에서 울어나
는 순종함에 달려 있을 것이다. 신속하고 완전한 경지에 이름은 왕과 그의 사랑의
율법에 대한 사랑의 정도를 지적한다. 만일 진리로 교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인간 완벽(실제로나 간주된)으로 회복된 어느 누구라도 “겁쟁이들”이 되고,
“뒤로 물러나는”(히 10:38,39)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계 21:8)과 함께 백성들
사이에서 멸망 받을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행 3:23)
이렇게 지금까지의 이 모든 어려운 본문들이 “기약이 이르면 증언하게 되어있다”
는 말씀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참 빛이 기약이 이르면(딛전 2:6) 세상에
태어난 각 모든 사람에게 비췰 것이다.(요 1:9) 기약이 이르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
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일 것이다. 이 성서들은 비틀지 않고는 이밖에는 다른
용도가 없다. 바울은 로마서 5:18,19에서 이와 같은 논지를 강조하여 반복한다. 그
는 논하기를, (1)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죽음의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그리
스도의 의로운 행동과 죽기까지의 순종은 의롭다고 인정되는 기초가 되었다. (2)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생명을 잃은 것 같이, 둘 째 아담을 받아드림으로, 개
인의 결함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가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만유의 회복을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한다.(행 3:19-21) 그들은 모두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에스겔
(Ezekiel)은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이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토지로 데
리고 들어가겠다..... 너희는 반드시 내가 여호와인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넣어 주리니, 너희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며 또 내가 너희를 너희 토지에
정착시키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 여호와가 말하고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분명
히 알게 될 것이다.”(겔 3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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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의 말도 이것과 동의한다.(롬 11:25,26) “이 비밀은 이방 사람들의 온전한 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일단, 그리스도의 신부)가 들어오기까지, 감각이 둔해지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으로 있게 된다는 것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 즉 그들의 버림받은 상태에서 돌이키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정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2절)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들
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선택되는 동안 그 은총에서 버림받았으나 그 일이 이루어지
는 때 다시 복권될 것이다.(28-33절)
예언자들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땅에 다시 심어주시고, 다
시는 뽑혀지지 않게 하실 뜻으로 가득 차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
게 말한다..... 내가 내 눈을 그들 위에 좋게 두어, 틀림없이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
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겠고, 허물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
겠고, 뽑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곧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렘 24:5-7, 31:28, 32:40-42,
33:6-16) 이러한 사실들은 단지 전의 바빌론, 시리아(Babylon, Syria), 등에서 사로
잡힘에서 회복만을 언급할 수 없다. 그 이래 그들이 뿌리째 뽑힌 적이 있기 때문이
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가 익지 않은 포
도를 먹었는데,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각자(죽는 자)는 자
기의 잘못 때문에 죽을 것이다.”(렘 31:29,30) 이것은 지금의 경우가 아니다. 각자는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이 죽어가고 있다.”(고전 15:22) 아담이 죄의 익지 않은 포도를 먹었고 우리 조상들
이 그것들을 계속 먹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병과 불행을 더욱 일으켰으며 이렇게
처벌, 죽음을 촉진시켰다. “각자(죽는 자) 자기의 죄악으로 죽게 되는” 날은 단지
천년시대(만유의 회복시대)이다.
미래 축복의 예언이나 약속들 중 다수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전형적인 백성이며, 그 때문에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어떤 때는
그 자신들에게 특별한 적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국민이 상징하는 모든 세상
인류에게도 역시 더 넓은 적용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모든 세상의 전형이었던 동안은, 이스라엘의 제사직은
택함 받은 “적은 무리” 곧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인 “왕 겸 제사장”의 전형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제사들과 정결케 하는 일들과 속죄들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요일 2:2) “더 나은 제물”과 정식으로 정결케 하는
일들과 참된 속죄를 상징했다.
또 그럴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 이름을 언급하시며 그들의 회복
을 약속하신다. 강력한 실례로서 우리는 소돔 사람들(Sodomites)을 언급한다. 만일
우리가 소돔 사람들의 회복을 명백히 가르친다는 것을 발견하게되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인류를 위한 만유 회복의 이 훌륭한 가르침의 진리를
우리가 확신한다고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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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돔 사람들이라 해서 이스라엘이나, 우리 중 누구나 마찬가지로 완전과 영생
에 이르는 기회를 갖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실로 그들은 의롭지 않았다. 그
러나 이스라엘도, 지금 이 복음(좋은 소식)을 듣는 우리도 의롭지 않았다. 모든 사
람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귀여 된 의를 제외하고는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롬 3:10)라고 하셨다.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모두를 멸하셨지만, 하나
님께서 보시기에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가진 유대인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 아니었다고 하셨다.(창 19:24, 눅 17:29) 가버나움(Capernaum)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가 말씀하시기를, “네 가운데 행한 강력한 일들을 소돔에
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바로 이 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마 11:23)고 하셨
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소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마 11:24)라는 말씀을 부언하셨을 때 그는 그들에게 그러
한 기회를 보장하신다는 것도 가르치신다. 심판 날의 성격과 그 날 일은 다음 페이
지에서 설명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단지 주의를 환기하려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이
심판 날에 견디기 쉬울 것이며, 소돔 땅은 아직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아직 충분한 지식이나, 그 “씨”를 통해서 야기 되도록 계획된 모든 축복
도 갖지 못했지만, 가버나움은 아직 더 많은 빛(진실)을 적대하여 죄를 범했기 때문
이다.
만일 가버나움과 모든 이스라엘이 예수님 피로 인을 찍은 “새 계약”밑에 잊지 않
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으면 왜 소돔 사람들도 “땅의 모든 가족” 중에 하나로 역시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될까? 그들은 확실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회복을 말씀
하신 예수님 때 보다 여러 세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셔 그들을 모두 멸하셨음”으로, 그것은 그들이 죽어 잠든 데서 깨어 일어나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제 에스겔 16:48-63의 예언을 고찰해 보기로 합시다. 면밀히 읽어보시오. 여기
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이웃 사마리아와 비교
하신다. 소돔 사람들과도 역시 비교하시면서 소돔을 “내가 합당하다고 본 대로” 그
들을 제거해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소돔을 멸망케 하시고, 소돔보다도 더 죄를 범한 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내
버려두게 묵인하시는 점에서, 예수님이나 예언자나 하나님의 관계의 외관상 불공평
함에 아무런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 모든 것은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훌
륭한 계획이 명시될 때 분명해질 것이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신” 것을 단지 진술하고, 예수님께서 소돔 사람들은 더 많은 범죄를 범한
다른 사람들 보다 심판 날에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부언하신다.
그러나 죽음이 모든 보호관찰을 끝내고, 그 후에는 진리를 배워서, 그것에 순종하
는 기회를 아무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하시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문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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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앎으로 구원을 받는 기회를 주시지 않고, 이 사람들을 죽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을까? 응답은 그들의 적절한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정한 때에
그들을 무덤에서 깨어나게 하고, 진리를 배우게 하고, 따라서 약속하신 “씨”를 통해
서 땅의 모든 가족과 더불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때에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고려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거라. 나는 아말렉을 치고 그가
가진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멸망시켜야 한다. 너는 그에게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 된
다. 너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
조리 죽여야 한다.”(삼상 15:3)라고 말씀하시며, 아말렉 사람(Amalekites)이나 다른
백성들을 죽이라고 허락하실 뿐이 아니라, 명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들과의 관
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외관상의 무모한 생명의 파멸은 하나님의 계획
의 체계적인 순서와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면모를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때”와 인
류 각 인원이 그 계획안에 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게 될 때까지는 하
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성품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모
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제 아말렉, 소돔 사람들과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의 정당한 의분의 실례
와 악인들을 마침내 완전히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의 실례로 공표 되었던 것이
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실례들은 그들의 심판이나 시험의 날이 올 때, 다른 사람
들에게 뿐이 아니라, 그 자신들에게도 역시 유익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병이나
재앙으로 죽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죽는 거나 매한가지다. 그들은 다만 악을 아는
것을 익히고 있었기 때문에, 때가 차서 시험을 치를 적절한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
들이 의를 배울 수 있게 되고, 선을 판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 관계가 없다.
그러나 에스겔의 예언을 더 고찰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을 소돔과 사마리아와 비
교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비난을 받을만하다고(겔 16:48-52) 선언하신 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포로로 된 자들, 소돔과 그 딸린 성읍들의 포로로 된
자들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딸린 성읍들의 포로가 된 자들을 모으겠다. 내가 또한
너의 포로로 된 자들을 그들 가운데 모으겠다.”(겔 16:53) 포로로 됨이란 말은 다
름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죽음가운데 포로로 됨을 지시한다. 여기서 언급된 그들은
그 당시에 죽었기 때문이다. 죽음가운데서 모두가 포로로 되어있다. 그리고 그리스
도는 무덤의 문을 여시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사 61:1,
슥 9:11) 55절에서 이것을 “너희 자매들이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부른
다. 곧 만유의 회복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더 밝은 빛과 앎에서, 그 자신들의 범죄와 나약함을 용서받기 위해
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기꺼이 받아드리고 있으며,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하는(히 2:9) 사
도 바울의 말을 시인하긴 하지만, 같은 은혜가 새 계약 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할 줄을 모른다. 이들 중 어떤 사람은 이 예언에서(겔 16:53)
소돔 사람들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기꺼이 다시 데려오시려고 한다지만, 아무
쪽이든 회복하실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풍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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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암시한다.
그러나 다음절들이 어떻게 이 관념과 일치 하는가 봅시다. “그러나 내가, 바로 내
가 너의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계약을 기억하고(미래), 너를 위하여 영구히 지
속되는 계약을 굳게 세우겠다(미래). 너는 너의 자매들 곧 너의 언니들과 아우들을
마지 할 때에 네 길을 기억하고(미래)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 내가, 바로 내
가 너와 내 계약을 굳게 세우리니(미래)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
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행한 모든 일의 속죄를 베풀 때, 네가 기억하고 참으
로 부끄러워하며 네 부끄러움 때문에 다시는 네 입을 열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겔 16:60, 61a ,62, 63)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
렇게 서명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에 그들의 인장을 찍은 모든 사람은
자신을 갖고 확실성이 있다는 데 기뻐할 수 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의 귀중한 피
로 계약에 인장을 찍게 되어있는 새 계약의 축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 하셨다
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러할 것이다.
이것에 바울은 그의 증언을 추가한다. 이르기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산 자
나 죽은 자나) 구원을 얻으리라(무지함에서 회복)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바와
같이, ‘구세주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행위를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내가 그들과 맺는 계약이다,’ ....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그가 후회하
실 일들이 아닙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롬 11:26-29)
유대인, 소돔 사람, 사마리아 사람,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그의 “적절한 때”에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실 때, 부끄러워하고 당황하게 될 것에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다. 그렇다. 지금 하나님 자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의 사려와 계획들이 그들의 것 보다 얼마나 더 우수하다는 것
을 깨닫게 되는 때 당황하고 깜짝 놀랄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선택된 교회만을 위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 보다 더 넓다는 것과 그가 교회
에게 “귀중하고도 매우 웅대한 약속들”을 주셨지만, 그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세상을 위하여도 풍부한 예비를 마련해 오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닫
기 시작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고, 그들만을 위한 것으
로 상상하는 점에서 매우 비슷한 오해를 하였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와서 이방인
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더 넓은 증거를 보고 기뻐할 만큼 충분히
마음이 넓은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증가된 은혜를 함께 받았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편견과 인간 전통으로 판단력을 잃게 되었다. 온 세상을 위한 그 빛의 은
혜로운 이점을 가지고 있는 천년시대의 여명의 빛을 지금 보는 교인들은 그들이 진
전하는 그 빛의 반대편에 들어서, 잠시 그 빛의 영광과 축복을 깨닫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유의합시다. 장래에 많은 수의 축복을 위하여 지금 소수의 선택을 위한 하
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계획은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Calvinism
and
Arminianism)의 두 대립하는 견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진리의 왜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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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다른가. 칼빈주의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성경교리를 부정하고, 택하심이
라는 영광스러운 교리를 서투르게 곡해한다. 알메니안주의는 택하심의 교리를 부정
하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한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칼빈주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전지 하시다. 그는 종말을 처음부터 아셨다. 모든
그의 목적이 성취될 때 그가 극소수, 즉 교회이외에는 결코 아무도 구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이 극소수들을 영원히 구원하도록 그가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모든 다
른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으로 가도록 그가 또 택하고 미리 정하셨다. “예로부터 모
든 일이 하나님께 알려진 일”(행 15:18)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좋은 면모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를 인정한다. 위대함의 두 가
지 본질, 즉 사랑과 공정이 결핍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이 견해는 위대하신 하나님
께 대한 우리의 이상일 것이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한 고통의 운명에 처
한 천 4백 20억의 피조물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점에서, 사랑이나 공정 아무
하나도 예증 되어있지 않으며, 그래서 그의 사랑이란 단언이 조롱된다. 하나님께서
는 사랑이시며 공정이 그의 왕좌의 기초이므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
없다.
알메니안 주의는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인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점에서, 그는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오직 선만을 뜻하셨다. 그
러나 사탄이 첫 부부를 유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
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왔다.(롬 5:12) 그리고 그 후 내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의 적에서 구해내시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오시고, 그의 아들을 주시기
까지 하셨다. 지금 6 천년 후에, 복음이 인류의 오직 매우 적은 비율에게만 전파되
었지만, 아직 또 다른 6 천년 안에 교회의 활동과 관대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제까지 사탄이 끌어들인 악을 제거하게 될 것이므로, 그 때에 살고 있는 모두가 그
의 사랑을 적어도 알고,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리는 희망을
갖고 신뢰한다.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의 사랑과 자비로우신 계획으로 충만하신 존재
로 나타내지만, 그의 자비로우신 계획을 성취하시기에 충분한 능력과 선견이 결핍
함을 함축한다. 이것은 그가 지혜와 권능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 견해로 보면 하
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조정하고 고안하는 데에 종사하신
동안에 사탄이 슬며시 들어와 일격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권능을 고갈 하셔도, 아직 살고 있는 나머지 인류가 악을 쉽게 선택한
만큼 선을 택할 기회를 가질 정도까지 만이라도 정의를 복귀하시기 위하여 1만 2천
년을 소비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견해로는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훼방하였기 때문에 과거 6천년의 1천 4백 20억 인류와 그 다음 6천년의 그 수만큼
더 많은 인류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를 영광으로 구하시는 것에 비해, 사탄은 수천의 인
류를 영원한 고통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사탄의 지략과 권세로 된 인간의 관념을 높이고, 하나님께 속한 이 속
성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낮추는 것임에 틀림없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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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선언했다. “그가 말씀하시자 그렇게 되고, 그가 명하시자 그것이 그처럼 서 있
게 되었다.”(시 33:9)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마에 놀라지도 않으시고, 뒤떨어지지도 않으셨다.
사탄은 그의 계획들을 조금이라도 좌절케 하지도 않았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환
경의 완전한 주인이시고, 항상 주인으로 군림하셨으며, 종말에는 모든 일이 그의 목
적들을 성취하시는데 함께 합력 해온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칼빈 주의와 알메니안 주의가 가르친 바와 같은 택하심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된 교리들은 이성으로나 성경으로 결코 서로 조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훌륭한 성경교리들은 그 여러 시대에 관한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조화되고
아름답다.
그러면, 죄와 죽음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렇게 많은 위
대하고 영광스러운 면모들이 미래에 놓여 있다는 것과 우리 주 예수의 재림이 오래
약속되고 오래 기대된 일들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계획하신 첫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알림을 덜 받은 유대인이 그의 첫 강림을 기다리고 열망한 것 보다 그
의 재림 때를 우리가 한 층 더 진심으로 열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악, 부정, 죽음의 세월이 그가 당시에 발휘하실 권능의 주권으로 종말이 맺게 되
고 정의, 진리, 평화가 보편적이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누가 그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고난도 당해야 될 것입니다”(롬 8:17)라는 귀중한 약속으로 격려를 받고, 지금 그
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과 영광을 받는 날이 가까워
짐을 알면서, 누가 주님이 접근하시는 어떠한 증거에도 머리를 들고 기뻐하지 않을
까요? 물론 그의 축복하시는 사명과 그의 사랑의 정신에 동조하는 모두는 그의 재
림의 온갖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올 큰 기쁨”(눅 2:10)이 다가오는 것처럼 환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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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7
사악의 묵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의 관계

-왜 사악이 묵인되었나?
-원칙의 옳고 그름
-도덕적 감각
-하나님은 사악을 묵인하셨으며, 선을 이루도록 그것을 지배
-아담의 시험은 어리석은 희극이 아님
-아담의 유혹은 심한 것이다
-아담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사악의 창시자가 아니시다
-죄의 처벌은 불의하지 않으며, 너무 엄하지도 않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정죄 하시는데 전시된 지혜, 사랑, 공정
-하나님의 일반 율법

왜 사악이 묵인되었나?
사악은 직접으로나 관계가 적게나 어떤 종류이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무엇이
든, 그리고 불행을 야기하는 근본 요소이다. -웹스터(Webster) 그러므로 이 주제
는 인간의 병, 슬픔, 아픔, 약점과 죽음에 관하여 질문할 뿐이 아니라, 이 모두를 더
깊이 검토하여, 이것들의 첫째 원인인 죄와 죄의 치유도 숙고하려고 한다. 죄가 사
악의 원인이므로 죄의 치유가 사악을 영구히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다.
탐구적인 마음에 다음 질문들보다 더 종종 떠오르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아
마 없을 것이다`:
(1) 왜 하나님께서 사악이 현재 지배하도록 묵인 하셨나?
(2) 왜 하나님께서 우리 첫 양친을 완벽하고 고결하게 창조하신 후, 사탄이 그들을
시험하도록 묵인하셨나?
(3) 왜 하나님께서 금단의 나무를 허락된 좋은 나무들 사이에 심어두시었나?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다음 질문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4)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의 모든 가능성을 방지하실 수 없었을까?
그 어려움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일어난다. 하나님께
서 죄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방지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죄의 현재 묵인이 궁극적으로 보다 더 큰 이로움이 되기 위하여 계획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증명될 것이다.
전체로서 본 하나님의 계획은 밟은 방침의 지혜를 증명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묻는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 못하게 알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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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간섭하실 수 없었을까? 의심할 여지없이 그리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러
한 간섭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들을 성취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의 목적은 그
의 율법이 완전함과 권세와 의로운 권력이 있음을 나타내려 하시고, 율법 위반에서
유래된 사악한 결말을 인간과 천사들에게 증명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밖에 바로 그
들의 본성 안에는 성서가 진술하듯이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무엇이 있다. “하나님
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히 6:18)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딛후 2:13)
그는 틀린 행위를 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근시적인 개념이 일시동안
무한하신 숨긴 지혜 샘들을 식별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피조물들을 영생으로 안내
하시기 위하여 그는 가장 지혜롭고 최상의 계획밖에 택하시지 않을 수 없었다.
성서가 선언하기를, 만물이 주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계 4:11) 여기서 주의
기쁨은 의심할 여지없이 그의 축복을 베푸시고 그의 영광스러운 신의 속성을 행사
하시는 기쁨일 것이다. 자비하신 계획을 이루시는데 있어서 그가 사악과 악인들이
일시동안 활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묵인하시긴 하지만, 그것은 사악을 위해서나
그가 죄와 연합하시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시 5:4)라고 그가 선언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의미에서 사악을 적대하시
지만, 그의 지혜가 그의 피조물들에게 영구하고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길을 아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시동안 사악을 묵인하신다. 즉 훼방하시지 않으신다.
원칙의 옳고 그름
모든 옳은 원칙에는 대응하는 그른 원칙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다. 예를 들
면, 참과 거짓, 사랑과 증오, 공정과 부정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 반대되는 원칙들
이 작용될 때 그것들의 결과에 따라서 옳고 그름으로 분별한다. 작용 중, 결과가
유익 되고 궁극의 질서, 조화, 행복을 낳는 원칙을 우리는 옳은 원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불화, 불행, 파괴를 낳는 그 반대는 그른 원칙이라고 부른다. 작용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원칙의 결과를 선과 악이라고 부른다. 옳고 그른 원칙을 식별할 수 있
는 능력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옳거나 그름으로 좌우된 지적인 존재는 옳거나 그른
것으로 지배되는 경우에 따라 덕행이 있다거나 죄 있다고 부른다.
도덕적 감각
옳고 그른 원칙을 식별하는 이 기능은 도덕적 감각이나 양심이라고 부른다. 하나
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도덕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고 그가 선하심을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와 공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언제나 이 도덕
적 감각에게 호소하신다. 그리고 아담(Adam)은 죄의 결과를 알기 전에도 같은 도
덕적 감각으로 죄나 불의가 악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하류 계급은 이 도덕적 감각을 타고나지 않았다. 개는 약간의 지성을 가졌으나, 어
떤 행동이 자기 주인에게서 칭찬과 상을 받게 되고, 어떤 행동이 꾸지람을 받게 된
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도덕적 감각의 정도는 아니다. 개가 훔치거
나 죽여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가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
해도 덕행이 있다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는 그의 행동의 도덕적 자질
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능력이 전혀 없거나, 오직 옳음만을
식별하고 행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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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생명 있는 기계를 만드신 것이고, 그의 창조자의 정신적 형상을 만드신 것이
확실히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가 만드셨듯이 인간을 완벽하고 자유로운 존재
로 만드시고, 그가 사탄의 유혹에서 인간을 보호하실 수 있었다. 그 경우에 인간의
경험은 선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악의 제안이나 내부에서 일어나
는 야망을 계속적으로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은 영구한 미래를 미정으로 만
들었을 것이며, 불순종과 무질서의 돌발이 언제나 가능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밖에, 악과의 대조가 아니고는 선을 전혀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을 에덴(Eden)에서 선으로 둘러싸서, 맨 먼저 선과 익
숙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 불순종에 대한 처벌로서 악에 대한 엄중한 지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그와의 친교를 빼앗으시
고, 그들이 악, 어리석음과 죄의 매우 죄스러움을 영원히 알게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병, 고통과 죽음을 경험케 하셨다.
선과 악의 결과들을 비교함으로서,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의 올바른 이해와 적당
한 판결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창 3:22) 선악을 아는데 있어서 그들의 자손들도 같다. 오
직 다른 점은 아담과 이브와 달리 그들의 자손들은 악에 대한 지식을 먼저 얻게 되
고,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천년시대에 그들의 심판관이시며 왕이 되실 주님이
그들을 구속한 결과로 선을 경험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감할 수 없다.
도덕적 감각이나 옳고 그름의 판단, 그리고 아담이 소유했던 그것을 사용하는 자
유는 하나님과 유사한 중요한 특징들이었다. 옳고 그른 율법은 아담의 천부의 성질
에 쓰여 있다. 그것이 꼭 신의 본성의 한 부분인 것처럼 아담의 본성의 한 부분이
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창 1:26)이나 하나님을 닮음 곧 이 원래 율법이 새긴 사
람의 본성이 지워지고, 죄로 타락하는 영향을 통해서 원래 사람 본성의 분명한 윤
곽을 잃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첫 사람 속에 있던 그것이 지금 사람
속에 있지 않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창조자께서 사랑하고 옳음을 행할 능력을 지닌 그 자신과 유사한 사람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미워하고 그름을 행할 대응하는 능력 없이 만드실 수 없다고 우리는 추
론한다. 자유로운 도덕적 도구나 자유로운 의지라고 불리는 이 선택의 자유는 사람
본래의 재질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선택의 자유는 그의 모든 정신적 도덕적 능
력과 더불어 그를 창조자의 형상으로 만들어 내었다. 6 천 년간의 타락 후, 오늘날
죄가 최초의 유사함을 지워버렸으므로 죄와 수반된 결과들로 보다 크거나 보다 작
은 정도로 우리가 얽매어 있어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죄가 지금 더 쉽고,
그러므로 의로움 보다 죄가 타락된 인류에게 더 마음에 들게 되어있다.
하나님은 사악을 묵인하셨으며, 선을 이루도록 그것을 지배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단념할 정도로 많은 죄의 사악한 결과들의 생생한 인상
을 그에게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새삼 물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악을 경험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원히 도움이 되는 가장 틀림없고 제일 영속하는 교
훈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그 이유로 하나님
께서 사람이 악을 선택하여 악의 결과를 느끼는 것을 방지하시지 않고 묵인 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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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죄를 범하는 기회를 전혀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악에 저항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가 옳은 행위를 한 점에 있어서 미덕이나 공로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요 4:23,24) 하
나님께서는 무식한 기계적인 봉사보다 지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
께는 이미 그의 뜻을 성취하는 무생물인 기계적인 매개들이 활동 중에 있는 것이
있으나, 그의 계획은 더 고귀한 것 곧 그 자신의 모양을 따른 지적인 피조물인 옳
고 그름과 선과 악의 이해에 의거한 충성과 정성을 가진 지구의 주인을 만드시려는
것이다.
원칙들로서 옳고 그른 원칙들은 언제나 존재했으며 언제나 존재함에 틀림없다.
그리고 옳은 원칙만이 영구히 계속 작용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모양을 따른 모든
완벽하고 지적인 피조물들은 그 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데 자유로워야 한다.
성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그른 원칙 작용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만큼 충분
히 오래 묵인하신 뒤에, 그른 원칙이 작용함은 곧 영원히 끝날 것이며, 그른 원칙의
지배력을 계속 따르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죽을 것이라고 한다.(고전 15:25,26, 히
2:14) 옳은 행위와 옳은 행위자들만이 영원히 계속 살 것이다.
그러나 질문이 다른 형태로 되풀이된다. 경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악과 익숙
해지게 사람을 만들 수 없었을까? 사정을 알도록 이끄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즉
직관으로, 관찰로, 경험으로 확실히 진실하다고 인정된 근원을 통해서 받은 지식으
로이다. 직관적 지식은 추론 과정이나 증명이 필요 없는 직접의 이해일 것이다. 이
러한 지식은 필연적으로 당연히 모든 그의 피조물들 보다 우월하시며 모든 지혜와
진리의 영구한 기초이신 신성하신 여호와께만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사람의 지식은 직관적일 수가 없다. 사람의 지식은 관찰을 통해서 올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사람이 관찰하도록 악과 악의 결과들의 어떤 전시가 절대 필요
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떤 존재 사이에 사악의 묵인을 함축한다. 그러면 다른 곳에
다른 것들 가운데서와 같이, 왜 지구상에 인간 가운데서도 악이 묵인 될 수 없겠는
가?
왜 사람이 실례가 되어서 실지의 경험으로 그의 지식을 얻어서는 안 되나? 그렇
다. 사람은 실지의 경험을 얻고 있으며, “천사에게 전시”가 됨으로(고전 4:9) 다른
사람에게도 실례를 주고 있다.
아담의 시험은 어리석은 희극이 아님
아담은 예고로 악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가졌으나 그것은 그가 시험하려는 시도를
제지하기에 부족하였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며, 그러므로 그가 그
들을 지배하고 감독할 권리를 가진 분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금지된 나무
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하셨다.(창 2:17) 그러므
로 그들이 악의 영향들을 일찍이 관찰하거나 경험해 본적은 없었지만, 악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창조자의 사랑이 깃 들인 권세와
그의 유익한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 유익한 율법으로 그들을 위험에서 보호
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위험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혜
롭게 묵인하신 유혹에 굴복했다. 이 묵인은 그의 지혜가 추적한 궁극의 방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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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의 유혹은 심한 것이다
소수 밖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첫 양친을 타락하게 한 유혹의 심한 정도를
이해하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범죄에 그렇게 엄한 처
벌을 내리신 점에서 하나님의 공정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조금 반영하면
모든 것이 명백해 질 것이다. 성서는 여자, 연약한 한쪽이 어떻게 꼬임에 넘어가 범
죄자가 되었나 하는 간단한 이야기를 말 한다. 그녀의 하나님과의 경험과 하나님을
익히 알고 있음은 아담이 경험하고 안 것들 보다 더욱 제한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의 처벌에 대한 지식을 그에게
직접 전달하셨는데, 이브는 이 전달을 아담에게서 필시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녀가 실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의 거짓 허위진술을 신뢰한 그녀는 필시 불신과 모
든 것이 사리에 맞지 않음을 약간 우려하긴 했지만, 범죄의 정도를 분명히 인식하
지 못했다. 속았을 지라도 그녀는 범죄자라고 바울은 말했다. 더 밝은 빛에 대해서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비난할만하지는 않지만.
아담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
이브와 달리 아담은 속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한다.(딛전 2:14) 그러므로 그는
죄에 대한 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그가 틀림없이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처벌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범죄하였음에 틀림없다. 그가 선고된 처벌을 초
래하도록 이 정도까지 분별없이 그를 강요한 유혹이 무엇이었던가를 우리는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창조자의 정신적 도덕적 유사를 지닌 완벽한 존재들이
었기 때문에 완벽한 남자에게서 하나님 같은 사랑의 요소가 그의 사랑하는 동료인
완벽한 여자에 대하여 현저히 탁월하게 전시되었다. 죄를 인식하고, 이브의 죽음과
따라서 그의 손실을 (회복의 희망을 주시기 전이었음으로, 그러한 희망 없이) 두려
워했기 때문에 아담은 절망하여 그녀 없이 살지 않겠다고 분별없이 결론을 내렸다.
그녀의 교우 관계없이는 그 자신의 생존은 불행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녀
에게 판결이 내려 있다고 그가 아마 상상한 사형선고를 같이 나누기 위하여 그는
고의적으로 그녀가 저지른 불순종의 행위를 함께 하였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듯이 둘이 다 “죄에 빠진 것이다”(롬 5:14, 딛전 2:14)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한 몸이지 “둘”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브는 자기의 행위가 아담에
게 선고받게 촉진한 그 선고를 같이 나누었다.(롬 5:12, 17-19)
하나님은 사악의 창시자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죄와 그것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결핍으로, 죄를 받아드릴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셨을 뿐이 아니라, 죄
에 익숙해 져서 그 익히 앎이 그의 도덕적 본질을 해쳐서, 점차 악이 선보다 더 그
에게 마음에 들게 되고 더 바람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아직 죄를 선택할 것
이라는 것도 역시 아셨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악을 묵인하시기로 의도 하셨다. 왜
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의 결과에서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 구제책을 준비하셨으므로,
경험을 통해서 결과가 “죄의 매우 죄스러움”과 그것에 대조하여 비길 데 없는 미덕
의 광휘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그를 인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아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선량의 근원이신 그의 창조자를 더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는 것과 그렇
게 많은 비애와 불행을 가져온 근원을 영원히 피하게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치신
다. 그래서 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사랑이고, 그의 뜻을 반대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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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에 대한 더 큰 증오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의 묵인과 상호관계가 있는 악
들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교훈들로 이익을 얻을 사람들 모두의 영구한 정
의 가운데 견고한 확립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묵인하셨다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사실과 하나님을 죄의
창작자이며 선동자라고 비난하는 어떤 사람의 심각한 과오 사이에 광범한 구별이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나중의 견해는 모독이며 성서에 진술된 사실과 모순된다. 이
과오에 빠지는 사람들은 우리의 속죄물의 대가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서 베푸신 계획보다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
▣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사악과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 과, 인간이
그의 손안에 순결한 도구로서 억지로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그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확신시키는데 성공하였다면, 그들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이나 어떠한
형태로든 자비도 필요 없고 다만 단순히 공정만이 필요했다는 이론을 위한 길을
개척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사악과 범죄 전부를 범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역시 구원하게 하실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거짓 이론,
즉 보편 구제설의 다른 하나의 부분을 위한 기초도 놓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를 원하시고, 죄를 범하게 하시고, 아무도 그를 저항할 수 없었다고 그들은 추론하
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원하실 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그를 저항하기
에 무력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이와 같은 추론에는 인간의 가
장 고귀한 자질이며, 그의 창조자에 유사의 가장 현저한 특징인 의지나 선택의 자
유를 완전히 무시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인간은 다만 당하는 대로 행하는 단순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성서의 두 본문이(사 45:7, 암 3:6) 이 이론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두 본문에서 사악이란 단어의 오해 때문이다. 죄는 언제나 사악이지만, 사악은 언제나 죄가
아니다. 지진, 대 화재, 홍수, 유행병은 재난, 사악일 것이나, 이들 어떤 하나도 죄가 아닐
것이다. 본문에서 인용된 단어 사악은 재난을 의미한다. 같은 헤브라이 단어가 시 34:19,
107:39, 렘 48:16, 슥 1:15에 고통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것이 시 27:5, 41:1, 88:3, 107:26, 렘
51:2, 애 1:21에 고생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것이 삼상 10:19, 시 10:6, 94:13, 141:5, 전 7:14,
느 2:17에 재난, 역경, 심통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단어가 매우 많은 곳에서 해,
해악, 헌데, 상처, 불행, 비탄, 슬픔으로 표현되어 있다.
사 45:7과 암 3:6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국가로서 그들과 만드신 그의 계약
을 상기시키려 하셨다. 만일 그들이 그의 율법을 순종하면, 그가 그들을 축복하시고 대체로
세상에서 흔히 있는 재난에서 보호하시겠으나, 만일 그들이 그를 버리면, 그가 그들에게 징
계로서 재난(사악)을 생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었다.(신 28:1-4, 15-32, 레 26:14-16, 수
23:6-11, 12-16을 봅시다.)
그러나 재난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재난들을 징계로서가 아니고 사고로 생각하는 경
향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계약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재난들은 그에게서, 그들의 교정을 위해서 그의 뜻으로 온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야
기 해주고 있다. 이 본문들을 하나님께서 죄의 창조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왜냐하면 그 단어들이 결코 죄를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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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로 격하시킨다.
만일 이것이 그 경우라면 인간은 땅의 지배자인 대신에 곤충보다도 열등할 것이
다. 왜냐하면 곤충들이 의심할 바 없이 선택의 의지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개미조차도 인간이 보다 큰 능력으로 대항하고 꺾으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파괴할 수 없는 의지의 힘을 받았다.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억지로 죄를 짓게 하시거나 억지로 정의를 지키
게 하시는 힘을 가지고 계시나, 그는 그러한 의향이 없음을 그의 말씀은 선언하고
있다. “그는 그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딛후 2:13)라는 말씀과 같은
이유로 그는 시종 일관하게 인간을 억지로 죄를 범하게 하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
한 방식은 그의 의로운 성품과 상반될 것이며, 그러므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만의 예배와 사랑을 찾으신다.(요 4:23,24) 이것
때문에 그는 인간에게 그 자신의 것과 같은 의지의 자유를 부여하셨으며, 인간이
정의를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하게 묵인하신 것이 신과의 사
귐과 총애와 축복에서 죽음에까지 타락하게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와 죄
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고 인간을 이론적으로 훈육하시려고 시도하신 것을 인간은
죄와 죽음에 경험으로 실제로 배운다.
인간이 어떻게 할 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는 인간을 불과 기계적 존재로 격하시
키기 위한 구실로서,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고 도리어 인간에게 유리하게 작
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스스로 선택하도록 속박 없이 남겨두면 인간이 취할
진로를 예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와 죄의 쓴 결과를 실험적으로 맛보는
것을 못하게 막지 않고 그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모두를 최대한
구하실 수 있는 훌륭한 구세주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서, 인간의 첫 범죄에서 구원의
방법을 제공하실 것을 즉시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져도
그것을 오용(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의 최초의 실패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
게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물 뿐이 아니라, 이렇
게 하나님 자신과의 화해를 제공하신 기회의 지식이 기약이 이르면 모든 사람에게
증거 될 것이라(딛전 2:3-6)는 것을 제공하셨다.
죄의 처벌은 불의하지 않으며, 너무 엄하지도 않음
처벌의 호됨은 하나님 편에서 증오와 악의의 표시가 아니라, 필요하고 면할 수
없는 최종의 사악의 결과였다. 하나님께서 최종의 사악의 결과를 인간이 이렇게 보
고 느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사악의 파괴적인 힘에 대항해서라도 그가 적
당하다고 보시는 한에서 생존을 유지시키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
존을 영구히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불가
능할 것이다. 즉 그것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한 생존은 오직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더 불행한 근원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선
하셔서, 그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없고 유해한 존재의 생존을 유지하게
하실 수 없으시다. 그래서 그가 그런 생존을 유지하시는 권세를 희수 하셨기 때문
에 사악의 당연한 결과인 멸망이 잇따라 일어날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인
호의이며,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영구히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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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인의 시험을 아담의 자손들에게 주시지 않은데 대해서 그들에게 부정이 행
하여지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낳게 하실 의무가 결코 없다. 그리고 우리를
낳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 존재를 영구히 영속시키거나 순종하면 영생을 준다는 약
속 밑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부여까지 하게 하는 공평이나 공정의 율법이 여호와를
묶고 있지 않다.
이 점을 잘 주목하시오. 요람에서 무덤에까지 오직 죽어 가는 과정에 불과한 현
재의 생은 모든 생의 사악과 실망들에도 불구하고 축복이며 은고이다. -내세가 없
어도. 대다수가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 예외는(자살자) 비교적으로 극히 소수이며,
자살자를 우리의 법정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거듭 판결했다. 정신적 불안
정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현재의 축복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이렇게 끊지 않았을 것
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밖에 완벽한 인간인 아담의 행위는 그의 자손들의 행위가
비슷한 상황 아래 어떠했을까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이냐에 대
한 시험 위에 두셨다는 틀린 관념을 받아드렸다. 이에 반하여 처벌에는 영원한 고
통이란 일이 결코 암시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의 은고나 축복은 생명이다. 즉 고통,
병, 다른 모든 부패하는 요소와 죽음이 없는 연속적인 생명이다. 아담은 이 축복을
최대한으로 받았다. 그렇지만 만일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선물”을 빼
앗길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즉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 2:17) 그는 죄의 처벌로서 고통 속에 있는 생애는 전혀 몰랐다. 영생은 순종하
는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에게나 아무데도 약속되어 있지 않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
물이고 생명의 반대인 죽음은 그가 규정하신 처벌이다.
영원한 고통은 구약성경에 아무데에도 암시되어 있지 않으며, 신약 성경에 오직
소수의 진술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오해될 수 있다. 이것들은 요
한계시록의 상징용어들 중에나, 우리 주님의 말씀의 비유들과 수수께끼들 중에서
발견된다. 이것들은 사람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눅 8:10) 현재에도 오직 조금 더
낫게 깨닫고 있다고 생각된다. “죄가 지불하는 삯은 죽음이다.”(롬 6:23) “죄를 짓는
영혼-그것이 죽을 것이다..”(겔 18:4)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맛보던 비슷한 영생을 얻기 위한 시험과 기회를
각자에게 부여하시는 대신, 그의 자손이 아담의 정죄를 같이 나누도록 허락하신다
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상상했다. 그러나 만일 생명을 얻기 위한 세상 사람들이
가질 기회와 시험은 아담이 가졌던 것 보다 훨씬 더 호의적일 것이라는 것과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이 그의 처벌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는 계획을 채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
이라고 말할까? 우리는 사실 그렇다고 믿으며, 그것을 명백하게 하려고 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정죄 하시는데 전시된 지혜, 사랑, 공정
하나님께서는 정죄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것같이,(롬 5:18) 그는
인류를 위해서 새 머리, 아버지, 생명을 주는 자를 정하셨으며, 그(주) 안에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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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롬 5:19)는 것과 아담 안에서 죽음
의 저주를 같이 나눈 것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회복의 축복을
같이 나눌 것을 보증하셨다. 교회는 예외임.(롬 5:12,18,19) 따라서 더럽히지 않고 죄
가 없는 자(히 7:26)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관하여 아담의 죄의 완전한 청
산 해결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므로 말미암아 그(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의 저주, 그의
처벌을 같이 나눈 것 같이,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처벌을 갚으셨으므로 아담뿐이
아니라, 유전으로 그의 약점, 죄, 처벌 곧 죽음을 같이 나눈 그의 모든 후대(모든 인
류)를 사셨다. 그 자신 흠이 없고, 하나님에게서 승인되고, 예수님 안에 마찬가지로
죄로 때가 묻지 않은 후대의 완전한 씨(인류)와 더불어, 우리 주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딛전 2:5)는 아담과 그가 형을 받았을 때, 그(아담)안에 있는 씨(인
류)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물 대가로서 그(예수)의 인간 생명과 직위 전부를 주셨
다.
아담과 그의 자손의 생명들을 완전히 사신 후, 그리스도는 그의 새 계약의 조건
들 받아드리고 따라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영생을 받을 아담의
자손 전부를 그의 씨(자식들)로 양자를 삶을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구속자가 “자
기 자손(자기 조건에 의거하여 양자 될 것을 받아드리는 수만큼 아담의 자손)을 볼
것이고 자기 날을 길어지게 할 것이다.(순종한 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인간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로 부활).”(사 53:10) 그리고 모두가 있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곧 예수님의 생명과 그의 후대를 희생함으로 된다. 따라서 기록되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또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서 살게 될 것입니다.” 교정된 번역,(고전 15:22)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우리는 불공정을 당하지 않았음)는 하나
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호의로 충분히 상쇄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조만간(하나님의 “적절한 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맛보던 같은 위치
로 회복되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것이다. 현재에 충분한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즐거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아이들과 미개인들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
람이 대다수) 다음 시대- “앞으로 다가올 세상”, 현재시대 뒤를 따르는 경륜/시대에 확실히 이 특권을 가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
나올 것이다.”(요 5:28, 11:43) 이 시대나 다음 시대에 각자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주신 속죄물 대가와 그(각자)의 잇따르는 특권을 충분히 깨닫게 될 때, 각자는 아
담의 경우처럼 시험을 치르는 중에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복종은 영속하는 생명을
초래하고, 불복종은 영속하는 죽음(“둘째 사망”)을 초래한다.
그러나 완전한 복종은 복종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없이 아무에게서나 요
구되지 않는다. 은혜의 계약 밑에서 복음시대에 교회 구성원들은 육신의 약점 때문
에 피할 수 없는 결핍을 벌충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들에게 귀여 된 그리스도의
의를 품고 있다. 신의 은혜는 천년시대에 세상의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에게 역
시 작용할 것이다. 실제의 완벽에 이르게 될 때까지 (천년시대 종결 전에 모든 사
람의 특권일) 절대의 도덕적 완벽은 기대되지 않을 것이다. 새 계약 밑에서는 각
사람의 행위가 그 자신의 장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속죄물과 새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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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인 그 새 시험은 에덴에서 있던 시험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의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기 위한 두 번째의 기회를 주
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응답은 조상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 자신과 아직 “그의
허리 속에 있는” 모든 그의 자손은 영생을 얻을 첫 번째의 기회를 잃었다. 그 본래
시험 밑에서 “정죄가 모든 사람에게 넘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희생을 통하여 아담과 그의 실패로 생명을 잃은 모두가 죄의 매우 죄스러
움을 맛보고 죄의 처벌의 무게를 깨달은 후, 구세주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께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이것을 “두 번째의 기회”라고
부른다면 그렇게 부르도록 하자. 그것은 확실히 아담의 두 번째의 기회임에 틀림없
으며, 적어도 어떤 점에서 그것은 모든 구속 된 인류에게 같다. 그러나 그것은 태어
났을 때 이미 죽음의 정죄 밑에 있던 그의 후세 개개의 첫 번째 기회일 것이다. 무
엇이라 부르건 사실은 마찬가지이다. 즉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새 계약의 호의적인 조건 밑에서 모두가 영생을 얻을 충분한 기회를 천년
시대에서 즐길 것이다.
천사들이 선언했듯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다. 그리
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듯이,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물
로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특정한 때에” 모든 사람에게 틀림없이 “증거”
되어야 한다.(롬 5:17-19, 딛전 2:4-6) 인간이 생명을 얻는 이 기회를 복음시대로
제한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반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음시대는 단지 왕
겸 제사장인 교회의 선택을 위한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잇따라 오는 시대에 새
계약 밑에서 그 왕 겸 제사장인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고 영
생을 확보하는 충분한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 추구하는 방법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 아담의 시험과 정죄와 그의 정
죄 안에서 그의 후세가 같이 나눔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의 구속과 새
계약 조건 위에 모두에게 영생의 새로운 제공의 긴 과정이 없이, 왜 즉시 모든 사
람에게 생명을 얻을 개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가? 인간이 자주적인 도덕적 행위
자이기 때문에 만일 사악이 묵인되어야 한다면 왜 사악의 근절이 그러한 특유하고
우회하는 방법으로 성취되는가? 왜 그렇게 많은 불행으로 얼룩지게 하며, 왜 그렇
게 많은 비참함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선물을 받을 많은 사람들
에게 오게 하는가?
아! 그것이 이 주제의 관심이 중심을 두고 있는 논점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번식을 다르게 명하셔서, 자녀들이 부모의 죄의 결과인 정신적, 도덕적, 육
체적 약점들을 함께 나누지 않도록 하고, 만일 모두가 그들의 시험을 위해서 호의
적인 에덴동산 같은 조건을 누려 받으며, 범칙자만 정죄되고 “절단” 하게 되도록 창
조자가 준비하셨다면, 모든 그런 호의적인 조건들 밑에서 얼마나 많은 수가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고, 얼마나 많은 수가 생명을 얻기에 불합당할 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가?
만일 확실히 모든 점에서 완벽한 성년 남자의 견본이었던 아담의 경우 하나를 기
준으로 취하면, 결점이 없이 순종하고 합당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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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결론을 짓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개인들의 판단이상으로 하나님의 율법
에 충분한 확신을 그들 속에 깊게 하는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지식과 그(당신)와의
경험이 아무에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식이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한
다.(사 53:11) 그러나 4분의 1 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아니면 그
이상, 그 절반이 합당하고 나머지 반이 죄의 대가(죽음)를 받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나머지 반인 순종하는 사람들이 죄의 경
험도 없고 죄를 목격해 본적이 없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금지된 것들에 대해
서 언제나 호기심을 느끼고 다만 하나님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봉사는 그들이 마치 선과 악을 알고, 따라서 그의 피조물의
진로뿐이 아니라, 창조자 자신의 진로를 관리하는 율법을 만드시는 점에서 창조자
의 자비로우신 계획의 충분한 이해를 가진 것 같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일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의지적인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나머지 반도 고찰해 봅시다.
그들은 삶에서 영구히 절단될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의 손의 만듦새인 그의 피조물로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시험을 주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나? 그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다
시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고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하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큰
경험 때문에, 그 때에는 순종하려고 결정하고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일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계획이 그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택하신 것만큼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심각한 이의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반 율법
그의 계획이 수행하듯이 죄를 어떤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훨씬 더 하나님
의 지혜 같을지. 고의로 저지르는 죄가 지불하는 삯(대가)은 생명에서 절단되는 것
곧 죽음(사멸)이라고 선언하는 단 하나의 완전하고 편견 없는 율법을 갖는 것을 우
리의 한정된 마음조차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훨씬 더 좋을지.(롬 6:23)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가 묵인하시는 사악을 제한하신다. 이것은 천년 그리스도
의 통치가 사악과 아울러 고의적인 악의 행위자들을 전부 사멸하고, 완벽한 존재들
의 충분한 지식과 자유 의지의 순종에 기반을 둔 영원한 정의를 안내하여 줌으로서
된다.
그러나 각 개인을 개별적으로 먼저 시험하는 것을 제안한 계획에 두 가지의 다른
이의가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계획에서는 구속자 하나로 사실상 충분했다. 왜
냐하면 단 한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단 한사람이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
람들은 그의 정죄를 같이 나누었다.(롬 5:12,15) 그러나 만일 첫 시험이 개별적 시험
이고 인류의 반이 죄를 범하여 개별적 시험으로 정죄되었다면, 이 정죄 받은 개인
마다 구속자의 희생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하나의 상실되지 않은 생명은 하나의 상
실된 생명을 구속할 수 있으나 그 이상 구속할 수 없다. 타락된 아담과 그를 통한
우리의 손실을 구속하시는 하나의 완벽한 인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딛전 2:5)
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계획의 상황 외에 다른 상황 밑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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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속죄물(대응하는 대가)”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인간의 총 수가 아담 이래 1천억이라고 가정하고, 이둘 중에 오직 반수만이
죄를 범했다면, 500억의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물(대응하는 대가)”을 주기 위해서
500억의 순종하는 완벽한 사람들 모두가 죽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계획
에 의하면 죽음이 역시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계획은 현재 경험
하고 있는 것보다 못지않은 고통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한 계획에 다른 이의는 “적은 무리”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머리와 주님
이 되는 동료 -를 선택하고 이들을 신의 본성으로 높이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을 심하게 혼란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500억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권리
와 특권과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물로 주도록 공정하게 명령하실 수 없을 것
이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의 율법 밑에서 그들의 순종함이 영속하는 생명의 권리를
확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 완벽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의 대속자들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면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히 12:2) 그 사람들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그들의 형제들
의 처벌을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앞에 특별한 보답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
의 계획일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 주 예수님께 주신 것과 같은 보답, 즉 신의 본
성인 새 본성에 참여케 하고, 천사들과 정부들과 권세들과 여호와의 이름 다음의
모든 이름보다 훨씬 높여지는 보답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면(엡 1:20,21) 막대한
수가 신의 단계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찬성하시지 않
으셨다. 더구나, 그러한 상황 밑에 이 500억의 사람들이 모두 대등한 입장에 있을
것이며, 그들 가운데 장이나 머리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
님께서 선택하신 계획은 신의 본성으로 지극히 높여진 구속자 오직 한 분과 그 다
음에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고, 아내가 남편과 같이 나누는 것처럼 그의 이름, 영예,
영광과 그의 본성을 같이 나누기 위하여 고통과 자기부정인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는” 사람들 중에 “적은 무리”를 필요로 하신다.
대표자 하나 안에서 모두를 정죄함으로서 구속자 하나로 속죄물과 만유의 회복
을 위한 길을 여신 하나님의 계획의 이 면모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면모
안에서 많은 당혹한 것들의 해결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한사람 안에서 모든 사
람을 정죄함은 불공평의 반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른 한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연관해서 고려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큰 호의였다. 사악을 묵인하면서 하나님
의 목적이 성취되고, 속죄물의 은혜가 죄의 처벌과 대등하게 널리 퍼지게 될 때, 사
악은 영구히 절멸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의 이 면모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다음 네 가지 점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1) 죄의 매우 죄
스러움, (2) 그것의 처벌의 성질(죽음), (3)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신 속죄물의 중요성
과 가치, (4) 각인에게 보답(영생) 아니면, 처벌(영속하는 죽음)의 합당함이 선고되
기 전에 개개인이 충분하고 풍부한 시험을 가질 호의적인 조건들로 완전한 복구.
구속의 위대한 계획과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를 통한 “만유의 회복”을 생각하면
사악의 묵인을 통해서 축복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아마 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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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은 얻은 경험을 함으로, 천사들은 인간의 경험을 관찰함으로 혜택을 받을 뿐
이 아니라, 인간과 천사 모두는 그의 계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충분
히 익히 앎으로서 더욱이 이롭게 된다. 그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때, 모두가 그의
지혜, 공정, 사랑, 권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공정은 신의 법령을
위반할 수 없으며, 자발적인 구속자가 그들의 처벌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고는, 정죄
된 인류를 공정하게 구할 수 없었다는 이해와 사랑이 이 고귀한 희생을 제공하셨다
는 것과 사랑이 구속자를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지극히 높이시고, 그에게 권능과 권
세를 부여하셔서 그것으로 구속자가 그의 귀중한 피로 사신 사람들을 생명으로 회
복하게 하셨다는 이해와 권세와 지혜가 그의 피조물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미래를
완수할 수 있으며, 그의 웅대한 계획의 진보와 종국의 성취를 위해서 본의거나 본
의 아닌 대행자들을 만드실 만큼 온갖 대항하는 영향을 지배할 수 있었다는 이해를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사악이 묵인되지 않고 신의 섭리로 그렇게 지배되지 않았다면 이 결과들이
어떻게 달성되었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인간 가운데에 일시적인 사악의 묵인
은 수반하는 모든 상황을 납득하고, 구제책을 고안하고 그의 권세와 은혜를 통해서
종국의 결과를 명시한 선견지명이 있는 지혜를 따라서 나타낸다.
복음경륜시대에 죄와 죄를 수반하는 사악은 교회의 훈육과 준비를 위해서 더욱이
사용되었다. 만일 죄가 묵인되지 않았더라면 주 예수와 교회의 희생(신의 본성의 포
상을 위한)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지금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같은 하나님의 율법 곧 순종은 생명의 보
답이고, 불순종의 응보는 죽음의 처벌이다는 율법이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지
적인 피조물들을 지배하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주
님이 정의를 내리셨듯이 율법은 간단히 한마디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다. “네 미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 10:27) 궁
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이 지적인 모든 피조물
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임시 사악의 묵인이 신의 정책에 지혜로운 면모였음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태동 이래로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
여 말씀하신바 만유의 회복(행 3:21)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앞쪽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지금 깨달을 수 있다.

사악의 묵인

그 날이 목전에 닥쳐있다
“가엾고 실신하는 순례자여, 네 길에 그대로 있어라 - 여명이 가깝다!
참으로 지금 너는 지쳐있다. 그러나 저쪽에 빛나는 광선이 더 밝아지리라.
조금만 더 버티어내라. 휴식을 기다리라.
잠들지 말라, 무겁게 덮치는 고생이 있을지라도.
“삶의 밤은 슬픔에 잠겨있다, 그러나 바라보라 - 여명이 가깝다!
곧 땅의 모든 어두운 광경과 형태가 사라지리라. 두려워 말라!
산봉우리에 머지않아 도달하리라,
기쁨과 평화의 밝은 세상이 이르리라.
“너의 표어는 아직 ‘희망으로 기쁨’ 이어야한다 -여명이 가깝다!
너에게 펼쳐진 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고무되어라!
너의 허리띠를 띠라, 신을 신어라:
길은 어둡고 길다. 그 끝은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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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날

-심판 날에 관한 일반적 견해
-그것이 성서적인가?
-심판과 날 용어들의 뜻이 밝혀졌다
-성서에는 여러 가지 심판 날이 언급되었다
-첫 번의 심판 날과 그것의 결과
-또 하나 정해졌다
-판사
-앞으로 오는 심판의 성질
-첫 째와 둘째 심판의 유사점과 차이점
-세상 인류의 현재 책임
-두 심판 사이에 낀 심판들과 그들의 목적
-앞으로 오는 심판에 관한 크게 다른 의견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그 오는 심판을 어떻게 간주 했는가?

심판 날에 관한 일반적 견해
“하나님께서는 임명하신 그 사람(“예수 그리스도시요 의로우신 자”)으로 하여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
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행 17:31, 요 5:22)
심판 날에 관해서 매우 모호하고 불명확한 관념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드린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지구로 오실
것이다. (2) 그가 재판을 내리기 위하여 자연의 큰 경련- 지진, 무덤이 열림, 부스러
지는 바위, 무너지는 산들- 중에 성인과 죄인들을 열과 줄을 지어 그의 앞에 호출
할 것이다. (3) 떨고 있는 죄인들은 영구한 비통의 심연에서 데려 나와서, 단지 그
들의 죄를 열거하는 것을 들은 다음, 영원하고 무자비한 파멸로 다시 되돌려 보낼
것이다. (4) 성인들은 하늘에서 데려 내려와서, 정죄된 사람들의 비참함과 절망을
목격한 다음, 그 자신들의 사정에 있어서 결정을 다시 듣고 하늘로 되돌려 보낼 것
이다.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모두가 그들의 선고와 보답을 죽을 때 받는다고 한다. 이것
을 첫 번 째 심판이라 부르고, 이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부르는 일반적인 심판(부활
후에 있을 심판)은 단지 첫 번째 심판의 반복이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최후 불변
의 결정을 죽을 때 받는다고 주장함으로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목적이 없다.
그것이 성서적인가?
수십억을 심판하는 이 광대한 일에 할당될 것으로 상상하는 전 기간이 하루 24시
간이라고 한다. 근래에 한 부루클린(Brooklyn) 모임에서 한 설교는 이 주제에 관해
서 일반 견해를 표현했다. 그 설교는 심판 날 일이 문자 그대로 단 하루의 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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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완성되는 것으로 진술하는 심판 날의 일의 상세한 전말서를 주는 것 인양 꾸
몄다.
이것은 매우 조잡한 개념이며, 영감을 받은 말씀과 완전히 조화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지나친 문자그대로의 해석에서 끌어낸 것
이다.(마 25:31-46) 그것은 상징적인 언어를 억지로 문자그대로의 해석을 하려는 어
리석음을 예증한다. 비유는 결코 정확한 성명이 아니고 단순히 많은 점에 있어서
비유에 맞는 어떤 일의 한 진리의 실례이다. 만일 이 비유가 심판이 집행될 방법의
문자그대로의 성명이라면, 비유는 쓰인 그대로, 문자그대로의 양과 염소에게 응용될
것이며, 결코 인류에게 응용될 것이 아닐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 심판
날의 일과 결과에 대해 더 이치에 맞을 뿐이 아니라, 더 성서적인 견해를 봅시다.
모든 비유와 상징이 이치적이고 성서적인 결론과 일치하여야 하고 일치하게 될 것
이다.
심판과 날 용어들의 뜻이 밝혀졌다
심판이란 용어는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것 보다 더 의미가 있다. 그것은 시험에
근거를 둔 결정뿐이 아니라, 시험에 대한 관념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것은 영어 단
어의 심판의 뜻뿐만이 아니라, 심판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단어의 뜻 역시 사실이다.
성서와 일반 용법에서 날이란 용어는 12시간이나 24시간의 기간을 묘사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었지만 실은 어느 일정한 또는 특별한 시기의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노아의 날, 루터의 날, 워싱톤의 날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쓴다. 그
리고 창조의 전 기간을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부른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창 2:4)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경우에 일정한 긴 기간을 말한
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은 40년인 것을 우리가 읽는다.(히 3:8,9) “구
원의 날”(고후 6:2), “복수의 날”, “진노의 날”, “환난의 날”의 용어들은 유대 시대의
종결 때에 40년 기간과 복음시대 끝에 환난의 같은 기간에 응용된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날”, “심판 날”, “그의 날”을 우리가 읽는다. 이 용어들은 메시아가 선고
를 내릴 뿐이 아니라, 시험을 부여하면서 세상을 의로 지배하고 통치하며 심판할
천년시대에 응용할 수 있는 날들이다. 그 기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를, “그는 세
상을 의로 심판할 것이고, 기약이 이르면 누가 복되시고 홀로 능하신 자이며 왕 중
의 왕이시며 주중의 주이신가를 나타낼 것이다.”(행 17:31, 딛전 6:15)라고 했다.
다른 유사한 경우에서 날이란 말에 대해서 더 넓은 뜻을 인정하면서, 이 심판 날을
왜 단지 12시간이나 24시간이라고 상상해야 하는가는 그들이 적당한 증거나 연구
없이 전통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하는 것 외에는 달리 이해할 수 없다.
심판 날에 관하여 성경 용어의 색인(Concordance)을 주의 깊게 찾으며, 그 기간
이내에 성취될 일의 종류와 양을 주의하는 사람들은 공통견해의 부조리와 용어 날
에 더 넓은 의미를 주는 필요성을 곧 깨달을 것이다.
성서에는 여러 가지 심판 날이 언급되었다
성서는 아직 미래에 있을 대 심판이나 큰 시험의 날을 말하고, 그 날에 대다수의
인류가 그들의 완전한 시험과 마지막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성서는
택함을 입은 일정한 계급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 다른 심판 날이 있다는 것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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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친다.
첫 번의 심판 날과 그것의 결과
첫 번째 대 심판(시험과 선고)은 최초에 에덴에서 있었다. 그 때에 모든 인류의
머리인 아담 안에 대표로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다. 그 시험 결과
는 유죄, 불순종, 살 가치가 없다는 평결이고, 가한 처벌은 죽음이었다. “죽어 가는
너는 죽으리라.”(창 2:17, 헤브라이어로)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전 15:22) 에덴에서 가진 시험기간은 세상의 첫 번째 심판 날이었으며, 심
판관(여호와)의 판결은 그때 이래로 집행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를 하늘에서 나타내고 있다.”(롬 1:18) 그것은 어느
장례의 행렬에서나 볼 수 있다. 각 무덤마다 다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다. 그것은 모
든 사람이 겪는 아픔과 고통가운데 느껴진다. 이 모두는 우리가 살 가치가 없으며,
순종하고 하나님 모양으로 있을 때 사람에게 원래 준 축복에 합당치 않다는 하나님
의 정당한 선고, 즉 첫 번 시험과 선고의 결과들이다. 그러나 인류는 위대한 구속자
가 주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한 영원한 제사로 첫 번 시험에 대한 선고에서 회복하게
되어있다. 모든 사람이 무덤과 죽음이라는 선고(멸망)에서 구조 받게 된다. 이 구속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영구한 의미에서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잠이라고
고려된다. 왜냐하면 천년 기 아침에 모두를 구속하신 생명을 주는 자가 모든 사람
을 죽음에서 깨워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사람
들로 구성된 교회만이 이 원래의 선고와 처벌에서 이미 어느 의미에서도 해방되거
나 “모면 된다”. 그리고 그들의 모면은 아직 실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간주된다. “우리는 희망으로 만 구원을 받았습니다.”(롬 8:24) 이 죽음의 처벌 -아
담 안에서 초래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서 모면된 -에서 우리의 실제의 해방
은 우리가 깨어나서 구속자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시 17:15) 부활의 아침까지 체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의 지식을
갖게 된 우리가 “세상에 아직 있는 부패를 피했다”(벧후 1:4)는 사실은 다른 사람
들이 미래 모면의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증명하기에는 너무 멀며, 오히려 이것과
정 반대임을 증명한다. 우리가 그의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께 첫째열매이기 때문이
다.
아담 안에 있는 죽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우리가 피하게 됨은 부패
(죽음)의 속박 상태에서 생명의 자유로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구원을 미리 맛봄에 지나지 않는다. 생명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자녀들로서 인정하
실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것이다. 원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존재를 위한 다른
단계들에 있는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본성의 구별에 관계없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될 수 있다. 복음시대는 신의 본성을 주실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삶 아니면 죽음을 위한 시험의 날이다.
심판 날 또 하나 정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심판하실 한 날을 작정하셨다.(행
17:31) 어떻게 이것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첫 인간의 시험 때 판결과 대체적인 선고에 관해 그의 판결이 불공정하고 너무 엄
하셨다고 결론을 내리시고, 이제 이 세상 사람을 개별적으로 심판하시기로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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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시는가? 아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과거에서 보다 미래시험 때 공정한
판결을 내리실 것이라고 우리가 더 잘 보증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 심판 때 그의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셔가 아니라, 그 때(미래)에는 죄
와 죄의 결과로 경험을 가진 모든 인류에게 더욱 은혜로운 조건 밑에서 또 하나의
심판(시험)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첫 심판의 처벌에서 구속을 마련하신 것이다. 하나
님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구상하신 그의 최초의 목적에서 하나의 티끌만큼도 변
경하시지 않았다. 그는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과 그는 결코 처벌을 면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료하게 가르치신다.(말 3:6, 출 34:7) 그는 공정하게 언명하신 한
도껏의 처벌을 강제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한도껏의 처벌을 하나님 자신께서 주신
구속자(대리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히 2:9) 우리 주님이 그 자신의 피로서 아담의 자손을 위
해서 속죄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두 생명의 제공을 새로이(다시한번) 공정
하게 부여하실 수 있다. 교회에게 부여한 이 제공은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맺은
계약 밑에 있다.(시 50:5, 롬 12:1) 세상에는 이 제공이 새 계약 밑에서 있게 될
것이다.(롬 14:9, 히 10:16, 렘 31:31)
판사
우리가 더욱이 알게 된 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개별적
시험을 주실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판사로 그 밑에서 있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예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의 본성에까지 극히 높이셔서 그가 왕과 구주가 되시고
(행 5:31) 그 자신의 귀중한 피로서 산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회복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부여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요한 5:22, 마 28:18)
앞으로 오는 심판의 성질
그 때에 세상의 속죄물의 대가로 그의 생명을 주실 만큼 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
시고, 세상에 약속하신 미래의 시험 중에 세상의 판사가 되게 된 이는 지극히 높여
지고 영화로움을 입은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직무에 그를 임명
하신 분은 여호와 자신이시다. 그러한 것이 성서에 있는 명백한 선언이므로 아무것
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도리어 모든 사람 편에서 심판 날을 기대하며 기뻐할 큰
동기가 있다. 판사의 성품은 다음 사실을 충분히 보증 한다: 심판은 공정하고 자비
로울 것이며, 의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에덴에서 잃은 최초의 완벽으로 회복 될
때까지 모든 사람의 약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것.
고대의 판사는 공정을 집행하고 압박당하는 자를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예를 들
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로 그들의 적에게 압박을 당할 때 몇 번이고 되풀이 하여
판사들을 세움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축복 되었나 유의해 봅시다. 따
라서 우리는 읽어서 배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
를 위하여 한 구세주를 일으키셨는데, 그는 곧....옷니엘(Othniel)이었다....여호와의
영이 이제 그에게 임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판사가 되었다. 그가 전투에 나가서 싸
워 이겨서,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태평하였다.”(삿 3:9-11)
그와 같이 세상은 대적, 사탄의 권세와 압박 아래 오래 있었지만, 머지않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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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 자신의 귀중한 피로 갚으신 그가 큰 권능과 통치권을 쥐게
될 것이다. 그가 매우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자들을 구원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모든 예언적인 선언들은 이 결론과 일치한다. 기록된 바, “저가 의로 세계를 재판
하시고 여러 백성들을 올바름으로 재판하시리라.”(시 98:9)
첫 째와 둘째 심판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 다가오는 심판은 첫 번 것과 꼭 같은 원칙을 따를 것이다. 생명의 같은 보답
과 죽음의 같은 처벌과 더불어, 같은 순종의 율법이 제출될 것이다. 그리고 첫 번
시험에서 시작이 있었고 진척되어 선고로 완결되었던 것 같이, 둘째 번 시험에서도
같을 것이다. 선고는 의인에게는 생명, 불의한 자에게는 죽음일 것이다. 둘째 심판
은 첫 번 시험의 성과에서 얻은 경험 때문에 첫 번 것보다 더 호의적일 것이다. 첫
번 시험과는 달리 두 번째 시험은 남의 탓 때문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만 자신
홀로의 잘못의 탓으로 시련을 경험할 것이다. 그 때에는 아무도 아담의 죄나, 유전
된 결점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 날에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가 익지
않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익지 않은
포도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이가 시게 될 것이다.” “죄를 짓는 영혼이 죽을
것이다.”(렘 31:29,30, 겔 18:4) 한 인간은 그가 가지지 않은 것에 따라서가 아니
라, 가진 것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진다(고후 8:12)는 원칙이 지금 교회의 사실인
것처럼 두 번째 시험 때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서, 인류는 점진적으로 완벽에 이르기까지 교육, 훈련,
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완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완전한 화합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완전한 순종에 미달하는 자는 생명에 합당치
것으로 재판되어 멸망을 받을 것이다.(행 3:23) 아담을 통해 인류에게 죽음을
한 죄는 단지 불순종의 행위 하나였다. 그러나 그 행위 때문에 그가 완벽에서
졌다.

단련
요구
않은
초래
떨어

아담은 완벽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완전한 순종을 요
구할 권리를 가지셨다. 그는 인류를 회복하시는 큰 일이 완성될 때, 같은 순종을 모
든 사람에게 요구하실 것이다. 그 때에 완벽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한 사람은 아
무에게도 영생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 때에 완벽에 어긋난다는 것은 충분한
빛과 완전한 능력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일 것이다.
완전한 빛과 능력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누구나 둘째 사망으
로 멸망할 것이다. 만일 누구나 둘 째 시험하는 시대에 충분한 불길 같이 밝게 빛
나는 빛을 받으며 그 시대에 부여한 호의들을 거부하고 백 년 동안 완벽을 위하여
진보하지 않으면 그는 생명을 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는 백 살 때 비교적
유년기에 속해 있지만 “멸망”할 것이다. 그 날을 기록하기를, “백 살일 지라도 아이
로서 죽는 것이 될 것이다. 백 살에 죽는 자는 죄인으로 저주받은 것이다.”(사
65:20- Leeser) 이렇게 모두가 적어도 백년 시험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만일
진보하기를 거절할 정도로 완강하지 않으면, 그들의 시험은 그리스도의 날 전체를
통해서 계속할 것이다. 단지 그들의 시험은 그 날 종결 때 완료될 것이다.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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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다가오는 심판의 평결은 양과 염소의 비유(마 25:31-46)와 요한계시록
20:15, 21:8과 고린도전서 15:25에 나타나 있다. 이 성서들과 다른 성서들은 세상에
다가오는 심판 날 종말에 두 부류들이 완전히 분리 될 것을 보여준다. 즉 순종하는
사람들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들, 하나님의 율법의 글자의 뜻과 정신과 조
화되어있는 사람들과 조화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의 부류들. 첫 번 언급된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두 번째 언급된 사람들은 죽음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곧 사멸(“둘째
사망“), 첫 번 심판에서와 같은 선고다. 이 선고에서 그들의 속죄물로 줌(그의 죽음)
으로서, 그들을 해방할 권리를 확보한 그리스도가 그들을 해방한 것으로 간주되어
있었다. 이 두 번째의 선고는 그들의 둘째 사망일 것이다. 그들의 죄가 가장 호의적
인 개별적 시험을 받는 중에 고의적이고, 충분한 빛과 기회에 반하여 범한 개별적
죄이므로 그들을 위해서 속죄물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있어 해방이나 부활
이 없을 것이다.
세상 인류의 현재 책임
우리는 세상 인류의 현재 책임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각 사람마다 인간은 많든지 적든지, 자연의 빛이든지 계시의 빛이든지 여하
간에 맛을 본 빛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있다. “여호와의 눈은 어느 곳에나 있어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늘 살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류의 일을 숨
긴 모든 것과 관련하여 선한지, 악한지 심판하실 것이다.”(잠 15:3, 전 12:14) 현재
의 선하고 악한 행위는 현재나 장래에 공정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곧바로 심판에 이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 나
타날 것이다.”(딛전 5:24) 주님의 호의를 받은 “적은 무리” 외에는 아무도 최종의
처벌, 둘째 사망을 초래케 하는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거울(지식)을 아직 갖고 있
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세상 인류의 현재 책임에 대한 논제를 끄집어내고 상
세한 것은 다음 고려에 남긴다.
두 심판 사이에 낀 심판들과 그들의 목적
세상 인류의 첫 번과 두 번째 심판 사이에 6천년의 기간이 끼어있다. 그리고 이
긴 기간에 하나님께서 2개의 특별한 계급을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시는 중이며,
세상인류의 심판 기간(심판 날)에 그의 명예로운 도구가 되도록 특별히 그들을 시
험하고, 단련하고, 훈련하시는 중이다.
바울이(히 3:5,6) 이 두 계급을 자녀의 집과 사환의 집이라고 각기 명칭을 부쳤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경륜시대에 시험을 받고, 충실하다고 발견된 이기는 자들로 구
성되고, 후자는 그리스도의 경륜시대를 앞선 충실한 이기는 자들로 구성 되어있다.
이 특별한 선택들은 이 복음 경륜을 따르는 시대에 세상 인류에게 약속한 심판(시
험)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이 쌍방의 특별한 계급들을 위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그들은 세상 인류와 함께 심판을 받지 않고, 세상 인류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들의 상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은 계급은 세상 인류를 축복할 때, 세상 인류의 최종의 시험과 심판을 위
하여 그들에게 필연적인 교훈과 훈련을 줄 때, 하나님의 대행자들일 것이다. “성도
가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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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히 선택된 계급들은 나머지 인류와 같이 한 때 아담의 정죄 중에
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특권을 믿음으로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었다.
의 약속에 관해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고 인정되고, 그 다음에 그들 각각의
에 대한 차후의 조건들을 완수한 후, 그들은 명예와 권세의 위치로 높임을
족하다고 간주된다.

있었으
하나님
부르심
받기에

이 두 계급들의 시험이나 심판은 세상 인류의 시험이 그 심판 날에 있게 되는 것
보다 훨씬 더 엄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요 12:31, 14:30,
16:11)을 그의 모든 간계와 유혹과 함께 저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세
상 인류의 심판 날에는 그리스도가 통치 할 것이고, 사탄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
게 결박될 것이다.(계 20:2,3) 이 두 계급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에 반하
여 인류는 의에 대한 보답을 받을 것이며, 다만 불의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을 것이
다. 이들은 그들의 길에 큰 장애물과 올가미가 있다. 세상 인류가 시험을 받게 될
때 큰 장애물과 올가미는 제거될 것이다. 이 두 특별한 동료들의 시험이 세상 인류
에게 올 시험보다 훨씬 더 엄하지만 보답은 대응하게 더 크다.
앞으로 오는 심판에 관한 크게 다른 의견
큰 기만 자 사탄의 궤변 아래, 세상과 이름뿐인 교회는 앞으로 오는 의의
시기의 축복된 보증을 빼앗겼다. 그들은 성경이 앞으로 오는 심판을 말하고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심판을 오직 두려움과 공포로만 본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바로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보다 더 반갑지
소식은 없다.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듣기 싫어한다.

심판
있는
공포
않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로 재판하시기 위하여 정하신 그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 밑에 세상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에 대한 관념이 없다. 심판 날에 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탄이 고안한 가장 큰 눈을 가리는 영향들
중에는 신조와 여러 가지 종파의 찬송가책으로 가만히 들어간 과오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오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그 오는 심판을 어떻게 간주 했는가?
예언자와 사도들이 약속된 심판 날을 어떻게 다르게 보았는가? 다윗의 몹시 기뻐하
는 예언의 말을 유의해 봅시다.(대상 16:31-34)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 찌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 할 찌로다.
그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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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바울도 역시 그것은 영광스럽고 바람직한 날일 것이라는 것과 그 날을 위해
서 모든 피조물이 교회를 높이고 영광되게 할 뿐이 아니라, 위대한 판사가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할 것을 기리면서, 지금까지 계속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 받고 있
다는 것을 지적한다.(롬 8:21,22)
요한복음 5:28,29에 앞으로 오는 영생을 얻기 위한 심판(시험)에 대한 세상을 위
한 귀중한 약속이 오역 때문에 두려운 저주가 되었다. 그리스어(the Greek)에 의하
면 신의 찬동을 받지 못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 “채찍”, 훈련으로 심판의 부
활로 나오리라(완벽으로 일으키다). (Revised Version을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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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

“하나님의 길은 같다. 폭풍이나 평온,
위험과 안정의 때
상처를 내는 화살, 치료하는 유향,
모두 제일 좋은 길대로 할당하신다.
심판에 있어서 자주 오해되며,
방법에 있어서 불가사의하고 모호하며,
그는 악에서 영속하는 선을 나게 하시고,
종국의 기쁨을 확인하신다.
공정이 힘을 가지고 그것의 진로를 가는 동안,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증대하게 한다.
드디어 그는 단련된 세상에
그의 평화의 내세를 주실 것이다.
“강풍의 무서운 힘이
그의 확고한 목적을 이행하고,
인간의 숙련이 폭풍의 맹렬함에 거슬러
소용에 닿을 수 없을 때
아주 어둡고 우회한 길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를 의지하게 하라.
밤중 내내 기쁜 날 까지 이끄시는,
그의 축복된 뜻을 누가 꺾을 것인가?
그의 부드러운 보살핌 아래 가만히 있어라.
그가 폭풍을 멈추실 것이며,
여기서 괴로움을 없애고
그의 평화의 내세를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올려다 보라, 오 땅이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도를 지나서 폭풍이 지속할 수 없다.
그것의 지정된 일이 지나가게 될 때
기뻐서 그대는 그대의 슬픔을 잃을 것이다.
슬픔의 보습이 휘몰아친 곳에,
너의 생명의 가장 예뿐 꽃이 솟아오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새로 생명을 주실 것이며,
그대의 모든 헛됨이 웃고 노래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희망을 가져라. 그대를 위한 그의 계획은
승리와 해방으로 끝날 것이다.
두려워 말라, 그대는 분명히
그의 평화의 내세를 볼 것이다.”

속죄물과 만유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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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죄물과 만유의 회복

-속죄물로 보장된 모든 것의 회복
-영생이 아니라, 속죄물로 확보된 영생을 얻기 위한 시험
-시험의 조건과 이점
-그리스도의 희생은 필연적
-어떻게 인류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구속될 수 있으며 구속 되었나?
-믿음과 일이 여전히 필수적
-고의적인 죄의 대가는 확실함
-부활된 수백만을 위해서 지구상에 자리가 있을까?
-만유의 회복 대 진화론

속죄물로 보장된 모든 것의 회복
여태까지 기술한 것 같이, 하나님의 드러난 계획의 대요에서 보아, 인류를 위한
그의 계획은 에덴에서 잃은 완벽과 영광으로 만유의 회복 또는 복구라는 것이 분명
하다. 이 주제에 대한 가장 강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속죄물의 범위와 성질이 충분
히 이해될 때 가장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예언한 만유의 회
복은 공정하고 논리적인 차례로 속죄물의 결과로서 일어남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조정에 따라 속죄물을 부여하실 때, 모든 인류는 위대한 구세주의 구원하는 권세를
고의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한, 최초의 처벌, “부패의 감금”, 죽음에서 구원됨이 틀림
없다. 그렇지 않으면 속죄물이 모두를 위해 소용에 닿지 않는다.
이 주제에 대한 바울의 추리는 가장 명료하고 단호하다. 그는 말하기를(롬 14:9),
“이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모
두의 주(통치자, 지배자)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은 단지 산 사람을 축복하고 통치하고 회복하려고 한 것만이 아니고 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들에게도 그의 속죄물의 혜택을 보증하면서▣, 그들
모두를 지배하는 권력과 완전한 지배력을 그에게 주려고 한 것이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영생을 얻기 위한 개별적인 시험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죄물(대응하는 대가)로 주셨습니
다.”(딛전 2: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물”로 주셨는데, 단지 소수의 속죄된
사람만이 그것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속죄물의 대가를 받아드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불공
정하게 구속된 사람을 해방해 주려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도 바울의 말에는 부가한, 아직 더 넓은 뜻을 당연히 인식할 수 있다. 즉 전 인간 가
족은 “죽은 자”라는 표현에 포함되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선고를 받은 전 인류
는 이미 마치 죽은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마 8:22) 그러므로 “산 자”라는 표현은 인간 가족
을 초월하여 그들의 생명이 상실되지 않은 천사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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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모두를 구속하신 후, 본래의 자비심 많은 계획을 성취하시기에 무력하거나, 하
려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함축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의 공정과 사랑의 완벽이
나 다름없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정 불변성은 그러한 생각을 반발하고 부정하며, “모
든 사람을 위한 속죄물”이 기초인 본래의 자비심 많은 계획이 하나님의 “기약이 이
르면”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과 죄와 저주가 있기 전에 즐겼듯이 아담의 정죄
에서 해방되는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자유로 되돌아갈 기회를 충실한 신
자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는 보증을 우리에게 준다.
영생이 아니라, 속죄물로 확보된 영생을 얻기 위한 시험
이제 속죄물의 실제의 혜택과 결과를 분명히 깨닫게 합시다. 그러면 속죄물이 전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모든 이의가 틀림없이 없어질 것이다. “사람이신 그리
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물”은 영생이나 축복을 아무에
게 주시거나 보증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또 하나의 시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보증하신다. 처음 베푸신 축복의 상실로 끝난 인간에게 주신
첫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물 때문에 충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참으로
축복되는 경험이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첫 처벌에서 속죄되었다는 사실은 영생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험
을 받을 때, 그들이 반드시 순종할 것을 보증해주지 않는다. 순종을 다하지 않고는
아무도 영구히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인류는 죄와 그것의 쓴 처벌의 현재 경험
때문에 충분히 미리 경고 될 것이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줄만큼 사
랑하시고,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살기를 원하
시는 그리스도의 눈과 지배 밑에서 속죄의 결과로 인간이 또 하나의 개별적인 시험
을 받을 때, 오직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두 번째 시험의 처벌을 받
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 처벌은 둘째 사망일 것이다. 둘째 사망에서
속죄물도 없고 해방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속죄물이나 시험을 또 다시 줄 목적
이 없기 때문이다. 그 때는 모든 사람이 선과 악을 충분히 이해하고 맛을 보았겠고,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을 목격하고 경험하였겠고, 가장 호의적인 조건 밑에서 생명
을 얻기 위해서 완전하고 공평한 개별적 시험을 받았겠기 때문에 더 요구 될 것도
없고, 더 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 시험이 1천년 시험 중 누가 의롭고 거룩한가를 영
구히 판결할 것이며, 또 누가 그대로 불의하고 거룩하지 않고 불결한가도 결정을
지을 것이다.
시험의 조건과 이점
생명을 얻기 위한 시험을 꼭 같은 주위 사정 밑에서 또 다시 부여하는 것은 무익
할 것이다. 그러나 시험을 받은 사람들의 주위 사정이 달라 더 호의적이긴 하겠지
만 생명을 얻기 위한 개별적인 시험의 조건은 아담이 가진 시험 때의 것과 같을 것
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같을 것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율법은 여전히
“범죄 하는 영혼이 죽을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겔 18:4,20) 그리고 인간의 사정
은 주위 환경에 관한 한 에덴에 있던 사정과 주위 환경보다 더 호의적이 아닐 것이
나 큰 차이는 증대한 지식일 것이다. 악과의 경험은 다음 시대에 시험 중에 각 사
람에게 쌓일 선과의 경험과 대비되어 이점일 것이다. 그 이점의 이유로 두 번째 시
험의 결과는 첫 번째의 결과와 매우 폭넓은 차가 날 것이며, 그 이점 때문에 신의
지혜와 사랑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물”을 주셨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새 시

속죄물과 만유의 회복

101

험의 축복을 보증 하셨다. 천년 시대를 지나서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속죄물이나
시험을 다시 주기 위한 이유로서 더 호의적인 시험, 더 호의적인 율법, 더 호의적인
사정이나 주위 상황은 어느 식으로도 생각될 수 없다
받은 속죄물은 어느 누구의 죄도 변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인을 성인으로 간주
하거나, 그들을 영구한 행복으로 안내하는 것을 제안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속죄
물을 받아드리는 죄인을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첫 번의 정죄와 그것의 결과에서
해방해 주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시험을 받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시험
때 그 자신이 의지로 순종하는지, 고의로 순종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가 영생을
얻을지, 얻지 못할지가 결정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추정하려는 경향이 있듯이 문명 세계에 살고 성경을 알거나 소유하
고 있는 사람들 모두는 따라서 생명을 얻기 위한 완전한 기회를 가지고 있거나 시
험을 받고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타락은 아담의 자손 모두를 똑같이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해야한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때문에 쉽
게 정신이 눈멀게 되고, 얽매고 에워싸는 죄로 포로가 될 정도로 약하고 타락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모두가 다소 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 원할
때, 악한 것이 존재하고 환경 때문에 더 강력하여 그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옳은 일
은 거의 불가능하나 그들이 행하기 원치 않는 악한 것은 거의 피할 수가 없다.
현재 그리스도의 속죄물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지도를 받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그의 지배 밑에 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하시는 자유를 진실로 실험적
으로 배우는 그들의 수는 참으로 적다. 아직까지는 지금 증언하고 있지만, 세상의
시험 시대에 세상을 축복하고 통치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 하는 자가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앞서 부르심을 받고 시험을 받는 단지 이 소수의 교회만이
속죄물의 혜택을 어떤 정도라도 맛을 보거나 생명을 얻기 위한 시험을 지금 받고
있다.
이 소수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세상이 받게 될 회복하는 모든 축복을 그들
에게 준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들은 완벽하지 않
으며 실제로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 아담과의 차이를 보충하는 방
식으로 다룸을 받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완벽하다고 간주되
어 있고, 그러므로 마치 이젠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완벽과 신의 총애로 회복
된다. 그들의 완벽치 못하고 피할 수 없는 약점은 속죄물로 상쇄되기 때문에 그들
에게 돌리지 않고, 구세주의 완벽으로 덮어 가려진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험은 그리
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간주된 신분 때문에 세상이 시험기간에 갖게 될 시험처럼 공
평하다. 세상은 모두가 진리의 완전한 지식을 깨닫게 될 것이며, 각자는 그가 세상
의 시험시대의 규정과 조건을 받아드릴 때, 이젠 죄인이 아니라, 한 아들로 다룸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아들을 위해서 회복하는 모든 축복이 계획되었다.
세상의 시험 때(다음시대) 세상의 경험과 교회의 시험기간(이 시대)의 교회의 경
험사이에 하나의 차이는 세상의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약점을
점차적으로 제거함에 따라 회복되는 축복을 즉시 받기 시작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죽기까지 주님의 봉사에 헌신한 복음교회는 죽게 되고, 첫 부활에서 순간적으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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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하게 된다. 두 시험들 사이에 또 다른 차이는 이 시대에 비해서 다음시대의 환경
은 더 호의적인 것에 있다. 그 때에는 사회, 정부, 등은 믿음과 순종을 보답하고 죄
를 처벌하면서, 의로움에 호의적일 것이다. 이에 반하여 지금 교회의 시험은 이 세
상의 통치자의 지배 밑에서 의로움, 믿음, 등에 호의가 없는 환경 밑에 있다. 그러
나 우리가 본 이것은 영생의 선물 위에 또 교회에게 제공된 신의 본성의 영광과 영
예를 받는 상으로 보상되게 되어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필연적
아담의 죽음이 9백 30년 만에 왔지만, 그의 죽음은 확실한 것이었다. 그 자신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의 자손들이 같은 죽어 가는 상태에서, 생존의 권
리 없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들의 양친(아담과 이브)과 같이 얼마간 질질 끄는 과정
후 그들은 모두 죽는다. 그러나 상기해야할 것은 죄의 처벌은 죽어 가는 동안에 고
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사망(생명의 사멸)이다. 죽어 가는 상태가 죄의 처벌인 사망
(롬 6:23)에서 완결된다. 괴로움은 오직 사망에 부수 하여 일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
으며, 그 처벌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거의 없이 온다. 더욱이 상기해야할 것은
아담이 그의 생명을 상실하였을 때, 그는 생명을 영구히 상실한 것이다라는 것과
그의 자손 중 한사람도 그의 죄를 속죄할 수 있거나 잃어버린 상속을 되찾을 수 있
어 본적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인류는 죽었거나 죽고 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죽
기 전에 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면 그들이 죽어 있을(생존하지 않는)때에 확실
히 속죄할 수 없을 것이다. 죄의 처벌은 죽은 후에 재생하는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었다. 선언된 처벌에는 해방의 암시가 없었다.(창 2:17) 그러
므로 회복은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나 특별한 사랑의 한 역할이다. 그
리고 처벌이 야기되자마자 처벌을 선언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
혜가 암시되었다. 이 사실은 생생하게 깨달으면 그의 사랑을 아주 완전히 선언할
것이다.
만일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창 3:15)는 말씀으로 준 희망의 미광
이 아니었다면, 인류는 완전한 절망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을 지적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
함에게 땅의 모든 가족이 그의 씨 안에서 복을 얻으리라고 맹세하셨을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의 부활과 회복을 함축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이래,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않고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직도
틀림없다. 회복의 시기나 상쾌하게 하는 시기가 올 때, 모두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행 3:19) 그 위에, 축복은 은혜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총애가 죄 때문에 철회되고,
그 대신에 그의 저주가 왔으므로 미래 축복의 이 약속은 저주를 제거하고, 그 결과
로서 그의 총애가 복귀됨을 함축한다. 그 위에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누그러지시고,
그의 선고를 바꾸셔서 죄 있는 인류를 면죄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이 아담의 처벌을 갚게 함으로서 죄 있는 인류가 구속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그가
가지셨다는 것도 함축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이 그의 계획이라는 것에 아브라함을 의심하게 남겨두시지
않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 모두가 올려야하는 여러 가지의 전형적인 동물제사
로 다음의 세 가지를 보여주셨다: (1) 그가 누그러지실 수 없으며 누그러지지 않으
셨다는 것. (2) 죄를 변명하실 수 없다는 것. (3) 죄를 없애고 죄의 처벌을 없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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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방법은 그 처벌에 응하는 충분한 제사로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대한 전형에서 보여주었다. 약속하신 축복이 아브라함의 아들
안에 중심이 되어있어서, 그가 축복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산 제물이 되어야 하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히 11:19) 그 비유
에서 이삭은 인간을 구속하고, 그 구속된 사람들이 모두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죽은 참된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
나님께서 범죄 한 사람을 변명하시거나 면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그는 하
나님께서 변하기 쉬운 분이라고 느꼈을 것이므로 그가 받은 약속에 완전한 자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었을 것이다: (1) 만일 하
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한번 변하시면, 그가 왜 그의 마음을 또다시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2) 만일 그가 사망의 저주에 관해서 누그러지면, 그가 왜 약속하신 은혜
와 축복에 관해서 또다시 누그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반신반의에 상태로 두지 않으신다. 그는 그의 공정뿐이 아니라, 일절 불변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장해 주신다. 그가 그들을 사랑하므로 비록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음에 내주셨다” 하더라도(롬 8:32) 그는 처
벌을 면제해 주실 수가 없다. (출 34:7)
아담이 정죄되었을 때 전 인류가 그이 안에서 정죄되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잃
은 바와 같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물로 주셨을” 때에 그의
죽음은 그의 후대 자손의 가망성을 포함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만족이나
대응하는 대가는 따라서 "기약이 이르면” 적용되기 위하여 공정(신)의 손에 맡겼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사신 그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모두를 회복하는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
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
은 사람들이 의인되리라.”(롬 5:18,19) 그 건의는 평이한 것이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을 함께 나눈 수많은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생명은전
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지켜지지 않는 율법 앞
에 희생적으로 아담의 대리인이 되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물로
주신” 때문이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
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벧전 3:18) 그러나 우리 인류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예
비들은 매우 풍부하게 예비 된 신의 총애를 확보하는데 인간의 의지를 요인으로 인
정한다는 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인용한 로마서 5:18,19
의 본문을 검토할 때 이 면모를 무시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진술은 이렇다. 유죄 판결이 아담의 모든 자손에게 미친 것
같이, 아버지의 계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으로
그 자신을 희생함으로서, 값없이 주시는(용서해 주시는)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미친
다. 이 선물을 받아드리면 영생을 위한 근거(의롭다고 인정)를 성립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되었다가 아님).” 만
일 우리가 속죄물을 받아드리지 않고도 다만 속죄물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였다
면, 그 본문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고 기록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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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인류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구속될 수 있으며 구속 되었나?
그러나 구속자가 속죄물 대가를 주셨지만,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오직
소수만이 이 복음시대에 의인이 되었다(의롭다고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충족)이므로, 그를 통해서 새 계약 밑
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이 지은 죄의 처벌에서 면죄나 해방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으시다.(시 92:15)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
면, 저는 충실하고 의로우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
끗하게 해 주십니다.”(요일 1:9) 화목 제물(충족)로 주시기 전에 선언하신 처벌을 면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가 불공정하셨을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처벌을 지불하셨으므로, 만일 그가 우리의 회복
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불공정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인간에게 한때 죽음
의 판결을 내린, 같은 확고한 공정은 지금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서 생명을 위하여 응용하는 모든 사람의 해방을 위해서 서약을 고수하고 있다. “의
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죄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께서는 죽으셨던 분, 아니,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분입니다.”(롬 8:33,34)
속죄물의 완비는 제안한 조건대로 속죄물을 받아드릴 모든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강한 가능한 논의이다.(계 22:17) 공정과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속죄물에 대해 서약을 고수한다. 그가 주신 어느 약속이나 모두 그것을 함축하며
어느 전형적인 제사나 모두 위대하고 충족한 제사를 지적한다. “온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요 1:29, 요일 2:2) 죽음은 처
벌이나 죄가 지불하는 삯이므로(롬 6:23) 죄가 소멸될 때, 그 삯은 기약이 이르면
없어짐에 틀림없다. 어떤 다른 견해는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 그가 죽기 전에 4
천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속을 계획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증명이 아닌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래 약 2천년이 경과하였지만 아
담의 손실에서 회복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회복에 대비하는 논의가 아닌 것
과 같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의 4천년과 그 후의 2천년은 모두 “만유의 회복기간
들”에 앞서 다른 부분의 일을 위해서 지정된 기간이었다.
믿음과 일이 여전히 필수적
이 견해에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죄의 회개와 성격의 개심이 구원에 불가결하다
고 하는 성서의 가르침과 불일치한 것이 무언가 있다고 아무도 조급히 생각하지 말
게 하시오. 이 면모는 이제 후에 더 충분히 다루게 될 것이나, 지금 우리가 제안하
는 것은 오직 소수만이 충분한 믿음과 회개와 개심을 낳게 하는 충분한 빛을 가져
본 적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신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마음의 눈이 멀어졌다.(고후 4:4) 그래서 그들은 죽음뿐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멀어진 데서도 회복되어야한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스스로 순종하거나 불순종
하는 것에 따라 영생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 때에 생명에 합당치 않음을 입증하는 사람은 다시 죽을 것이다(둘째 사
망). 둘째 사망에서는 구속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부활도 없을 것이다.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죽음과 죽음에서 깨어날 때 따라오는 모든 결함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

속죄물과 만유의 회복

105

에 있는 구속 때문에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각 개인의 고의적인 변절의 결과로 오
는 죽음은 최종적이다. 이 죄에는 결코 용서가 없으며, 그것의 처벌인 둘째 사망은
영구할 것이다. 영구히 죽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부활이 없는 죽음을
의미함.
고의적인 죄의 대가는 확실함
구속에 관한 계획의 철학은 다음에 오는 한 권에서 취급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
는 단지 다음의 사실을 확립 한다: 아담의 죄가 그것의 황폐와 파멸에 있어서 원대
하였듯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그것의 축복된 결과와 기회에 있어서 그 만큼 원
대할 것이다. 즉 한 사람 때문에 정죄되고 고통을 받은 사람 모두가 또 다른 사람
때문에 “기약이 이르면” 모든 사악에서 확실히 해방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죽음
(생존의 사멸)은 죄가 지불하는 삯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
무도 이 성서적 논지를 이해할 수 없다. 죽음을 고통 속에 생존으로 생각하는 사람
들은 정 반대인 죽음과 생이란 단어들의 뜻을 무시할 뿐이 아니라, 그들은 두 가지
의 불합리함에 휩쓸리게 된다. 아담이 범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죄 때문에라도, 아
니 특히 금단의 과일을 먹은 비교적 작은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존을 고
통 속에서 영구히 영속시킬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밖에, 만일 우리
주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의 속죄물이 되셔서 우
리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죽으셨다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가 당하신
죽음은 모든 인류가 죽음의 판결을 받은 그것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죽음이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러면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구히 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가? 만일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확실히 죽은 것처
럼 우리의 죄의 처벌도 죽음이며, 어떤 의미나 상태에 있어서도 생존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상한 이야기지만, 영원한 고통의 이론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
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사 53:6, 고전 15:3)하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을 발견하고, 둘 중에 하나를 일치하지
않다는 것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떤 사람은 영구한 고통의 관념에
매우 집착되어있고, 한 감미로운 입처럼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은 성서를 개의
치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며 이 진리가 성경의 각 페이지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일부러 예수님이 세상의 속죄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부인한다.

만유의 회복이 실행될 수 있는가?

부활된 수백만을 위해서 지구상에 자리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만일 수십억의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면 지상에는 그들을 위해서
장소가 없을 것이며, 만일 그들을 위해서 장소가 있다 해도 이 지구가 그렇게 큰
인구를 부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어떤 사람은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묘
지이어서, 만일 모든 죽은 사람들이 깨어나면 그들이 장소 부족으로 서로 짓밟을
것이라는 주장까지도 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점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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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제의 측량을 보면, 그들이 지상에 발붙일 데 하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이할 것인가! 이제 봅시다. 생각해
오, 그러면 이것이 근거 없는 공포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전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것과 같이,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가 풍부히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행 3:21)

것을
보시
그의
장소

인간 창조 이래 6천년이 되고, 14억의 인구가 지금 지상에서 살고 있다고 추정해
봅시다. 우리 인류가 한 부부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매우 자유로이 산정하여, 최초
에도 지금과 같은 수의 인구가 있었다. 더욱이 실제로는 홍수가 인구를 8사람으로
줄였지만, 언제든지 그 숫자보다 적은 수의 인구가 있어본 적이 없었다고 상상 해
봅시다. 또 한편 자유로운 사고를 해봅시다. 창세기 5장에 의하면, 아담에서 노아
홍수 때까지 1656년 기간에, 오직 11세대(각 세대마다 약 150년)로 되었지만, 한
세기에 3세대(33년에 한 세대)가 있었다고 추단해 봅시다. 그럼 살펴봅시다. 6천년
은 60세기이다. 각 세기마다 세 세대는 아담 이래로 180세대가 있었다고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한 세대에 14억은 2,520억(252,000,000,000)이 창조 때부터 현재
까지 우리 인류의 총수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총수는 관대한 추정에 의하면 실제
의 숫자보다 아마 2배 이상일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거대한 무리를 위해서 장소를 발견할까? 땅 넓이를 측량해
봅시다. 미국 택사스 주(Texas)의 2백 37만1천 평방 마일을 포함한다. 한 마일
(mile)은 2787만8400 평방피트(feet)이다. 그러므로 택사스 주의 면적을 피트로
화산하면 6조6071억8080만 평방피트이다(6,607,180,800,000) 각 시체마다 차지한
지면이 10평방피트라고 인정하여도 이런 상태로는 묘지로서 택사스 주는 6607억
1808만 명, 바꿔 말하면 이제까지 지상에 살았던 우리 인류의 수의 과장된 산정의
거의 세배나 많은 숫자의 시체를 수용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서 있는 사람이 약 1 2/3평방피트(feet)의 공간을 차지한다. 그런 상태로는 현재
지구상의 인구는 (14억) 86평방 마일의 지역- 런던이나 필라델피아의 도시보다 훨
씬 작은 지역- 에 다 설 수 있다. 그리고 아일랜드 섬 (2/3평방 마일의 지역)은 우
리의 과장된 산정에 따라서도 지구상에 이제까지 살아 온 사람들의 두 배 이상의
설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반론을 해결할 때, 큰 어려움이 없다. 땅이 소산물을 내고 사막 평원
이 기뻐하며 백합화 같이 피어나며 광야에서 물이 사막 평원에서 급류가 터져 나올
것이다(사 35:1-6)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상기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 것을 지적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예견 하셨으며, 보기에 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의 피조물의 필요를 위해
서 풍부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만유의 회복 대 진화론

어떤 사람은 인간이 이전 상태로 회복하게 되는 것에 관한 성서의 증언이 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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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말할지 모른다. 이 과학과 철학의 가르
침은 외견만의 이유로 이 20세기의 우월한 지성을 우리에게 지적한다. 이것이 과학
자와 철학자들에 의하면 원시인은 비교적 지성이 매우 결핍함에 틀림없다는 결정적
인 증거고, 이 지성의 차이는 인간 진화의 결과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이전 상태로 회복이 조금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며, 확실히 축복의
반대일 것이다.
첫눈에는 그러한 추론이 타당할 듯 보이며, 많은 사람들이 주의 깊은 검토 없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들은 유명한 설교자와 함께 말하기를
만일 아담이 타락했으면, 그의 타락은 위쪽(향상의 방향)으로 향했으며, 우리가 아
담의 원래의 상태에서 더 빨리 타락할수록(앞으로 진전함) 우리와 아울러 모든 관
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좋다고 한다.
따라서 사상은 강단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페하며, 사도들이 죽음과 모든
고생이 첫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오고, 이것들은 오직 속죄물 만으로 제거되며, 하
나님의 총애와 생명으로 회복 될 수 있다고 선언할 때, 이 사상은 할 수만 있으면
사도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납득시킬 것이다.(롬 5:10,12, 17-19,
21, 8:19-22, 행 3:19-21, 계 21:3-5) 그러나 이 사상이 확고부동한 것이라고
조급히 결론을 내리지 맙시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죄와 죽음의 기원과 최초의
완벽으로 회복함에 관한 사도들의 교훈을 버려야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증언은 영
감을 받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무게와 권세가 없는 것으로 그 증언을 전적
으로 정직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실들로 미루어, 증대하는 대
중적인 견해를 조사하여 그것의 사상이 얼마나 깊은가를 봅시다.
이 논의 옹호자이며 대표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처음에 그의 동물의 본성이 지배
하고, 거의 순전히 육체의 본성이 인간을 지배하는 생존 단계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지금까지 천천히 변화하여, 보통 사람이 두뇌
의 지배 밑에 다가가고 있다고 언급할 수 있는 상태에 달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대
는 두뇌의 시대라고 고려하고 지정할 수 있다. 두뇌는 오늘의 중요한 사업들을 촉
진한다. 두뇌가 정권을 잡으며, 지상의 요소들, 공기, 물의 이용도를 높였다. 인간은
그의 모든 자연의 힘을 지배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알랙산더 셀커크(Alexander
Selkirk)가 말한바 ‘나는 내가 관찰하는 모든 것의 군주이다’라고 그가 외칠 수 있는
증거를 줄 정도로 자연의 영역을 지배하는데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달성하고 있
다.”
일견으로는 이 이론이 이치에 맞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조급히 그것을 받아드
리게 하고, 그것과 조화로 성경을 왜곡하게 우리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
경을 천 가지의 방법으로 증명하고, 성경이 그 말씀을 과실 없게 하는 초인적인 지
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알고 있다. 과학적인 연구를 천거하고, 그것의 제
언을 고려하게 되어야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의 결론이 결코 절대 무류한 것이 아니
라는 것도 우리는 상기해야한다. 순수한 과학자는 단순히 많은 불리한 상황 밑에서,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싸우면서, 위대한 자연의 책에서 인간의
역사와 미래와 그의 본 고장을 배우려고 시도하고 있는 연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면, 과학적인 연구가 그것 자체의 이론들이 그릇된 것이라는 것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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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번이나 증명되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적 연구를 반대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
자들에게서 자연의 책의 제언을 듣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과오가
있다고 그렇게 여러 번 증명한 그들의 추론을 신의 계시의 책과 주의 깊게 비교하
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과학자들의 가르침들을 찬성하거나 불찬성합시다.
“만일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 안에 새벽빛이 없기 때문
이다.”(사 8:20) 그 두 책들의 정밀한 지식은 그 책들이 조화된다는 것을 증명할 것
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우선되어야 하
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 기준으로 불완전한 같은 인
간의 상상된 발견이 판단될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 인간이 원래 매우 낮은 질서의 존재에서 진화하여
지금 우월한 시대나 “두뇌의 시대”에 달했다고 단언하는 진화론 밖에, 증대된 지식,
솜씨, 인간의 힘의 어떤 다른 이치적인 해결이 있는지를 봅시다. 발명, 편리, 일반적
교육, 광범위한 전파, 지식의 증대는 탁월한 두뇌능력에 기인 한 것이 아니고, 두뇌
의 사용을 위한 유리한 환경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필시 우리는 결국 발견할 것
이다. 오늘날의 두뇌능력이 지나간 시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는 한편,
유리한 환경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뇌능력의 사용이 오늘날 어떤 전 시대보
다 더 일반적이며, 그러므로 훨씬 더 과시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거리낌 없이 받
아 드린다. 회화와 조각의 연구에 있어서 이 “두뇌시대”의 연구자들이 과거의 위대
한 대가 작품으로 되돌아가지 않는가? 그렇게 함으로서 모방할 가치가 있는 제작
품의 솜씨뿐이 아니라, 두뇌 힘과 디자인의 독창성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가? 오
늘날 “두뇌시대”는 그 시대의 건축을 위해서, 주로 과거시대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이용하지 않는가? 이 “두뇌시대”의 연설자와 논리학자는 과거의 풀라토, 아리스토
틀, 데모스테네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방식과 삼단논법을 연구하고 모방하지 않
는가? 오늘날의 많은 대중연사들은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 아폴로스
(Apollos) 의 연설과 훨씬 더 명백한 사도 바울의 추리력을 탐내지 않을 수 있을
까?
아직 더욱이 회고하는 것은, 몇 예언자의 수사적 힘과 처음에서 끝까지 시편에
산재된 숭고한 시적인 회화를 참고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이 “두뇌시대”의
철학자들을 욥과 그의 위로자들의 훌륭한 도덕상의 감수성과 같은 지혜와 논리에
유의시킨다. 그리고 “이집트 국민들의 모든 지혜로 교훈 받은” 모세에 대해서 우리
가 무엇을 말 할 것인가?(행 7:22) 그를 통해서 준 율법은 모든 문화국가들의 율법
의 기초가 되었으며, 아직도 불가사의한 지혜의 구체적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대의 묻힌 도시들의 발굴은 소위 이 “두뇌시대”의 몇 철학자를 놀라게 하는 과
거시대에 있던 예술과 과학의 지식을 드러낸다. 시체의 방부처리, 구리의 불림, 탄
력성 있는 유리와 다마스커스(Damascus) 강철을 만드는 고대의 방법은 현재시대의
두뇌가 현대의 모든 유리함을 가지고도 이해나 복제를 할 수 없는 먼 과거의 업적
중에 든다.
대략 아브라함의 시대로 4천년을 되돌아가면, 우리는 오늘날 가장 박식한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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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불가사의와 놀라움의 대상인 이집트의 대 피라미드를 발견한다. 그것의 건
설은 수학과 천문학에 있어서 이 “두뇌시대”의 가장 진보된 조예와 정밀한 조화를
이룬다. 오늘날 현대기구를 사용해서, 오직 어림만 할 수 있는 진상을 단호히 가르
친다. 그것의 가르침이 인상적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세계 인류의 천문학자는
주저하지 않고 대 피라미드를 신의 기원이 된다고 선언했다. 만일 “두뇌시대” 진화
론자가 대 피라미드가 신의 설비이며, 그것의 지혜가 초인간적이라는 것을 받아드
릴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인간이 건설한 것이라는 것을 아직도 받아드려야 한다. 오
늘날 극히 소수의 사람이 모형을 그들의 앞에 놓고 즉시 쓸 수 있는 모든 현대의
과학적 기구들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먼 시대에 얼마간의 작업 조가 그러
한 신의 설비를 만들어 내는 정신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두뇌시대”는 환
경과 사실이 정당화하는 것보다 더 자만을 신장시킨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오늘의 정신적 능력이 과거시대의 정신적 능력보다 더 크지
않고, 필시 더 작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면, 일반적인 지식의 증대, 현대의 발명, 등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이치에 맞고, 성서와 조화되게 보여줄 수 있
을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날 매우 귀중하다고 증명하고 있으며, 이 시대는 “두뇌시
대”라는 증명으로 고려되는 발명들과 발견들은 실제로 아주 현대의 일이다. 거의 모
두가 지난 세기 안에 이루어 졌으며, 지난 60년간의 발견과 발명품들이 가장 중요
한 내용들 중에 속한다. 전신술, 철도부설, 기선, 여러 가지의 기계공업에 있어서 증
기와 전기의 적용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래서 만일 이것들이 증대된 두뇌능력의
증명이라면, “두뇌시대”는 겨우 시작에 지나지 않음에 틀림없으며, 또 다른 한 세기
는 온갖 형태의 기적이 대수롭지 않는 일로 목격할 것임이 논리상의 연역이다. 같
은 비율로 증대하면, 어디에서 그것이 끝날 것인가?
그러나 다시 봅시다. 모든 인간이 발명가인가? 사람들의 손에 넣었을 때 발명을
고맙게 여기고 사용하는 사람들 수에 비교해서, 참으로 유용하고 실용적인 발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수인가! 공중의 봉사자들 중, 더 적은 수가 위대한 두뇌능력
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 할 때, 우리가 그 매우 유용하고 높이 간주되는 계급의
공중 봉사자들을 경시하듯 말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과
이성이 가장 깊은 사람들 중에서 다소는 기계적인 발명가들이 아니다. 어떤 발명가
들은 지적으로 느려서,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만든 것을 우연히 발견을 하였는지를
모두가 이상하게 여긴다. 많은 사람이 여러 해를 거처 시험하고, 적용하고, 몇 번이
고 개량시키는 그 훌륭한 원리(전기와 증기, 등)는 위대한 두뇌 힘의 발휘 없이 비
교적으로 찾지 않고 보통 순전한 우연으로 발견된 것 같다.
한 인간적인 입장에서, 현대의 발명을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 서력 1440에 인쇄
술의 발명은 시발점이라고 고려할 수 있다. 책을 인쇄함으로서, 사상가와 관찰자의
생각과 발견의 기록이 생겼다. 인쇄술의 발명 없이는 이 기록은 그들의 후계자에게
결코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책이 나옴으로서 더욱 일반 교육과 마침내 만인의
학교가 생겼다. 학교와 대학은 인간의 능력을 증대하지 않으나, 정신적 수련을 더욱
철저하게 하므로, 이미 소유된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돕는다.
지식이 더 보편적이고, 책들이 더 일반적으로 보급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
지고 있는 세대들은 이전의 세대들 보다 이전에 사상가 한 명에 비하여, 오늘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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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천명의 사상가들이 있어서 제안들로 서로 날카롭게 하고 자극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뿐이 아니라, 나중 세대의 각 세대는 책을 통해서 각 세대의 고유의 경험 위
에 다시 과거의 결합 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유리하다. 교육과 그
것을 수반하는 칭찬할만한 큰 뜻, 기업심, 탁월함과 자격을 달성하려는 욕망은 일간
신문에 난 발명에 관한 기록과 기술로 도움이 되어, 인간의 통찰력을 자극하고 밝
게 하였으며, 가능한 한 사회의 이익과 편리를 위한 어떤 것을 발견이나 발명하도
록 각자에게 조언하였다. 그러므로 현대의 발명은 순전히 인간의 입장에서 보아 두
뇌능력의 증대가 아니라, 당연한 원인으로 날카로워진 통찰력에서 온 것을 가르친
다.
이제 성서로 돌아와서 그 주제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보려한다. 왜냐하
면 우리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간 사이에 발명과 지식의 증대는 당연한 원
인들의 결과라는 것을 믿지만, 이 당연한 원인들은 옛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두
계획하시고, 조정하신 것이며, 적절한 때에 그의 지배하시는 섭리에 따라, 그것들이
실현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뜻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
신다.”(엡 1:11) 그의 말씀 가운데에 계시된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죄와 고통
을 묵인 하셔서 6 천 년간 세상을 그릇된 지배와 압박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천년기간에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가 사악과 그것의 결과를 파
괴하므로 사악을 근절 할 것을 목적하셨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
스도를 미리 임명하셨다.
그러므로 사악 통치의 6천년이 종결에 다가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내하려고 하는 천년시대에 인류의 축복과 향상에 유익한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기
구들의 준비에 있어서 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과 하나님의 자연의 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발견들을 촉진하도록 환경을 허용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그 예언적 말씀에 분명히 지적되었다.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
씀을 비밀로 하고 이 책을 봉인하여라. 많은 사람이 두루 다닐 것이며, 참 지식(능
력이 아님)이 풍부하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길을 이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이래 그 때까지 있었던 적이 없는 고난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단
12:4,10,1)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완화하시기 위하여 현재 발명과 축복이 인간
에게 더 빨리 오도록 조정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에게 저주에 관한 완전한 이해를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상
기해야한다. 이것은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올 때, 그들이 죄의 무익함을 영구히 판
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즉 만일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마음이 세상의 의로운 율법과 조화되
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면, 최고의 더 큰 사악으로 인도하며, 더 큰 사악을 생
기게 할 것임을 예견하시고 예언하셨다. 하나님께서 현재 증대한 축복을 허용하심
은 이 주제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주
제는 회복한 인간뿐이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영구히 이 원칙의 예로 이바지할 수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를 우리는 다만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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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 인류가 엄중한 율법과 엄중한 처벌과 그들을 강제하기에 충분히 강한
정부가 없이 현재 타락한 상태에 있는 한, 이기적인 성벽이 대체로 모두를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고르지 못한 개개의 능력을 고려하면, 노동절약 기계의 발명
의 결과는 기계의 제조로 야기된 혼란과 자극 다음에,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가
난한 자는 더 빈곤하게 되기 쉽게 한다는 것이 틀림없다. 명백한 경향은 능력과 타
고난 이점이 이미 가장 유리한 그들의 손에 이익을 직접 두는 전매와 자기 재산의
강화 쪽을 향한다.
둘째, 아직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만일 완벽한 인간이나 인간사를 통제하기 위한
초자연적인 정부가 없이 현재의 부와 나날의 부의 증가를 평등하게 모든 계급에게
분할하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결과는 현재의 상태보다 더 해로울
것이다. 만일 노동절약 기계와 모든 현대 기구의 유리가 평등하게 분할된다면, 그
결과는 오래지 않아서 노동 시간의 고도의 감소와 여가의 고도의 증대일 것이다.
나태는 타락된 존재들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다. 만일 노동과 얼굴의 땀의 필요가
아니었다면, 우리 인류의 저하는 저하되어온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었을 것이
다. 나태는 사악의 근원이며,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타락이 틀림없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축복의 천년통치를 위한 하나의 준비로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그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이 축복을 보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친절이다.
하나님 왕국의 불가사의한 정부의 지배 아래서, 모든 축복이 인간 사이에 공정하
게 분할될 뿐이 아니라, 여가도 같은 불가사의한 정부가 정리하며 지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는 미덕을 낳고,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완벽을 향하여 위로 갈
것이다. 발명의 현재 증가와 지식의 증대에 관한 다른 축복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 “준비의 날”에 일어나도록 허용되어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것이 “두뇌시대”이기
때문이라고 우쭐해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이 현명한 철학자들을 몹
시 실망케 하는 방식으로 해결토록 대부분 허용할 것이다. 세상에 나라가 생긴 이
래 그 때까지 있었던 적이 없는 고난의 때를 이미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
로 이 축복들의 증대다.
위에서 인용하였듯이, 예언자 다니엘은 지식의 증대와 환난의 때를 결부하고 있
다. 지식이 인류의 악행 때문에 환난을 일으킨다. 지식의 증대는 세상에 놀라운 노
동절약 기계와 편리를 주었을 뿐이 아니라, 수천의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기술의
증대를 이끌어 오고, 그것이 인류를 계몽하였기 때문에 인간학살, 전쟁이 덜 통속적
이 되고 있고, 따라서 그 이외 수천의 생명이 살아남게 되어, 어느 다른 역사기간에
증가한 것 보다 오늘날 아마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류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
다.
이렇게 사람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노동의 필요성은 대응하게 감소하고 있
다. 그래서 “두뇌시대” 철학자들은 이 크고 빠르게 증가하는 계급들의 고용과 생계
를 장만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기계로 바꾸어진 증가
하는 계급들의 봉사는 해고될 수 있으나, 그들의 필수품과 소용이 끝이 없기 때문
이다.
이기주의는 능력과 유리를 갖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을 계속 지배할 것이며,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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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정뿐이 아니라, 분별을 없게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기 보존의 본능과 그들
의 권리에 대한 증대된 지식을 겸한 비슷한 이기주의는 어떤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
을 것이며, 다른 더 빈곤한 계급의 사람들을 자극할 것이다. 그래서 이 축복들의 결
과는 참으로 세상에 나라가 생긴 이래 그 때까지 있었던 적이 없는 가공할 환난의
때임을 일시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타락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유도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는 이 축복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년통치에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된 인간 마음에 다시 써넣어질 때까지,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손해나 위험이 없이 이용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환난의 날은 갈릴리의 맹렬한 바다를 꾸짖으신 그가 마찬가지로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격정의 맹렬한 바다에게 “잠잠 하라!” “고요 하라!” 라고 명하실 적절한 때
에 끝날 것이다. 평화의 왕이 권세 중에 “일어날” 때 아주 잔잔해 질 것이다.(막
4:39, 마 8:26) 그 다음에 격노하고 충돌하는 요소들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의 권세를 인정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
리라.”(사 40:5)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중에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얻으리라.”
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창 28:14)
그 때가되면 그들이 진화나 “두뇌시대”의 자연스러운 발전과 세련됨의 탓으로 돌
렸던 것이, 그 대신에 인간의 축복을 위한 “그의 준비의 날” 중에 여호와의 번개 같
은 진리의 섬광(시 77:18)이었음을 인간은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오직 성
도들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하늘의 지혜에 오직 통찰력이 있는 자만이 이것
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누리는 친밀함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속해 있고, 그 계약 또한 그러하니,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구나”이기 때문이
다.(시 25:14) 일반적 지식이 증가해온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알기에” 그리고 그의 계획을 이해하기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벧후
1:8) 조정도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래서 그의 말씀과 계획의 이해
를 통해서 우리는 헛된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관습을
식별하고 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간 창조에 대한 성경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땅의 형상대로 완벽하고 정직하게 창조하셨다.(창
1:27) (2) 인간은 여러 가지 발명품을 찾아내었으며 그의 자신을 더럽혔다.(롬 5:12,
전 7:29) (3) 모두가 죄인들이므로 인류는 그 스스로 어찌할 수 없으며, 아무도 형제
를 결코 속죄하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물도 드리지도 못한다.(시
49:7,15) (4)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에서 이것을 위하여 예비를 만드셨다.
(5)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으며, 인간의 속죄물의 대가로 지불했다.
(6) 이 희생의 대한 보답으로, 그 위대한 속죄의 일을 완성하는 순서에 따라, 신의
본성으로까지 그가 지극히 높여지셨다. (7) 그가 적절한 때에 최초의 완벽과 최초
에 가졌던 모든 축복으로 인류의 회복을 이룩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성서 안에 처음에서 끝까지 명백히 가르치고 있으며, 진화론의 정
반대이다. 더 정확히 말해서, “거짓되이 부르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격렬하게 대립된 충돌을 한다.(딛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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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지상의 하늘을 건너 분노의 구름이 달린다.
하나님의 복수가 그의 마음에 무겁게 매달려 있다.
아직 그가 일어서리라 -처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으나 -그때에는 침례 받은 영광과 아름다움 중에.
“오라 땅아 일어나리라. 너의 하늘 아버지의 도움이
그의 징계하는 손이 만든 상처를 낮게 하리라.
거만한 학대자의 무정한 지배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의 속박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리라.
“그 때에 너의 땅위에 죽지 않는 초목이 솟아나리라.
너 산아 부르짖어라, 너 계곡아 노래 부르라!
너희 목마른 바위가 다시는 버려져 찌푸리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 자의 조롱, 이방인의 경멸도 없으리라.“
“몹시 뜨거운 모래가 10배의 추수를 내리라.
그리고 새 에덴동산이 가시밭을 장식하리라.
지금도 우리는 육지 위에 넓은 요동을 본다,
위대한 천사가 그의 황금의 지휘봉을 쳐들어 올리며.“
“내려오는 권세의 밝은 이상을 구하며,
모든 문에게 명하고, 모든 탑을 측량한다.
또한 너의 사자, 유다를 그의 예정된 통치에서
아직 기다리게 하는 더딘 인장을 꾸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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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0
영적 본성과 인간의 본성은
분리되고 별개의 것
-일반적인 오해
-땅의 본성(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본성(영적 본성)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
-영적 존재에 관한 성서의 증언
-죽음을 면할 수 없음과 불멸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가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
-총애를 부여하시는데 있어서의 공정
-상상된 원칙이 검토되었음
-완전한 상태에 다양성
-하나님의 주권
-인간에게 만족한 분배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
-그리스도의 몸을 택하심
-어떻게 그들의 본성의 변화가 완수되나?

일반적인 오해
인류 대부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이전 상태인 에덴에서 잃은 인간의
완벽으로 회복하게 되어있다는 것과(겔 16:55) 이 일반적인 계획의 예외로서 기독교
의 교회는 인간의 본성에서 영적 본성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
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본성에 이르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구
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상상한다. 그러나 성서는 땅의 모든 가족에게
생명, 축복, 회복의 약속을 약속하면서, 다만 복음시대에 선택된 교회에게 영적 본
성으로 변화를 제공하고, 약속한다. 어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희망을 확증하는
구절은 단 하나도 성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만일 인류 대부분이 모든 타락, 약점, 고통, 불행, 죄에서 유래된 죽음에서 구원되
고, 타락하기 전에 맛보던 인간 완벽의 상태로 회복된다면, 그 사람들은 복음시대에
부여되는 특별한 “위로 부르심”을 받고,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빌 3:14, 벧후
1:4)가 되는 자들과 같은 정도로 실제로 완전히 그 타락에서 구원된다.
무엇이 완벽한 인간을 성립하는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과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성질’과 ‘불멸’ 이란 용어들의 오해와 공정의 그릇된 관념이 합해서 이 오해에
도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성서들을 불가사의하게 했다.
성서의 단 한 구절로도 증명되어있지 않지만, 공통한 견해는 완벽한 인간은 지상에
있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과 지상 사람에게 보이는 모두는 오직 부분적으로 진화된
인간이라는 것과 완벽에 달하기 위해서는 그가 영적 존재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다루는”(딛후 2:15)데서 유래되는 그 조화와 미를
구성하는 대신에 성서의 혼동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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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본성(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본성(영적 본성)
성서는 두 사람, 단지 두 완벽한 사람(아담과 예수)이 있었다고 가르친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창 1:26) 즉 이성, 기억력, 판단, 의지력, 등의 유사한 정신력과
공정, 자비심, 사랑, 등의 도덕상의 본질로 창조되었다. “땅에서 났으며 흙으로 만들
어진” 아담은(고전 15:47) 정도와 한계와 범위에 있어서 널리 다르지만, 같은 종류
의 본질을 갖춘 영적인 존재의 땅에 속한 형상이었다. 하나님께서 타락된 인간에게
까지 “이제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은 하
나님의 형상이다.(사 1:18)
여호와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것과 같이, 인간은 땅의 모든 것의 주권자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가축과 물고기와 새,
등 모든 것을 복종시키게 하자 하셨다.(창 1:26)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창 1:31)
하기를,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만드시기를 오직 시작한 것이 아니라, 완성한인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을 “아주 좋다”, 즉 완벽하다고 생각하
셨다. 그의 지적인 피조물에 있어서 완벽에 못 미치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아주 좋은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창조된 대로, 인간의 완벽은 시편 8:5-8 에 표현되어있다. “그를 천사들보다 조
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영화로 면류관을 씌우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어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 작은 가축과 소, 그 모
두, 벌판의 짐승들,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
성경을 진화론에 순응케 하려는 어떤 사람이 제안하기를, 히브리서 2:7에 있는
“조금”이라는 말은 인간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낮게라고 이해할 수 있다며, 천사보
다 정도가 낮게 라는 뜻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을 위한 권위도 없고,
판단력도 없다. 이것은 시편 8:5에서 인용된 것인데 헤브라이어와 그리스어 원본과
의 정밀한 비교는 그 중요성에 관해서 의심할 수가 없다. 분명히 표현된 그 관념은
천사보다 정도에 있어서 낮다고 되어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은 본래 상태에 있어서 사람(아담)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당신
의 형상을 따른 사람과 땅의 왕을 두시려는 그의 최초의 계획을 단념하지 않으셨다
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며, 다시 같은 본래 상태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암시한다. 사도 바울은(히 2:6) 같은 사실 곧 하나님의
최초의 목적을 단념하시지 않았다는 것과 원래 당당하고 완벽하며, 땅의 왕인 인간
을 염두에 두시고, 돌보시고, 회복하시게 되어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끈다. 그 다음
에 그는 부언하기를,(히 2:8,9) 우리는 이 약속하신 회복을 아직 보지 못하나, 하나
님께서 그것의 성취를 위하여 취하시고 있는 첫 단계를 본다고 한다. 우리는 예수
께서 완벽한 성년의 영광과 영예로 면류관을 쓰신 것을 본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
혜로 적합한 속죄물이나 대리로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고, 타락된
모두에게 인간의 회복을 위한 길을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
다. 가장 면밀한 번역자들 중의 하나인 롸더햄(Rotherham)은 이 절(히 2:6,7)을 다
음과 같이 표현 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염두에 두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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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당신은
영광과
당신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낮추셨으며
영예로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
손으로 이루신 것을 다스리도록 임명하셨습니다.”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
정도에 있어서 조금 낮다 함이 조금 덜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추단해서도 안 된
다. 한 피조물이 완전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완전한 피조물보다 낮은 단계의 존재
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완전한 말은 한 완벽한 인간보다 낮을 것이다.
생명이 있건 없건 여러 가지 본성들이 있다.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도표
를 준비 한다:

기재된 각 광물들이 순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금이 최고로 등급이 매겨져 있다.
만일 각 서열의 식물들이 완전하게 된다 해도, 그것들은 본성과 등급에 있어서 여
전히 다를 것이다.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만일 각 종들이 완전하게 된다 해도 다양
성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본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본성을 변화하지 않기 때문
이다.▣ 영적 존재의 등급도 역시 완전해도 본질이나 종류에 있어서 서로 보다 높고
낮은 관련이 있다. 신의 본성은 모든 영적 본성 중에서 가장 높고 우수하다. 신이
천사의 본성보다 우수하듯이, 그리스도는 부활 때 완전한 천사들 보다 “그만큼 뛰어
나게” 되었다.(히 1:3-5)
위의 도표에 지정된 계급들은 분리되고 별개의 것이지만, 아직도 그것들 사이의
비교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면밀히 주의 해 봅시다. 광물계의 가장 높은 등급은
식물계의 가장 낮은 등급보다 열등하거나 정도가 낮다. 왜냐하면 식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물계의 최고의 등급은 동물계 중에서 최하의 등급보다 정
도가 낮다. 왜냐하면 생명 있는 동물은 동물의 가장 최하의 형태에서까지도 생존을
의식할 만큼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동물계나 땅의 존재
들 중에서 최고이지만 “천사보다 정도가 낮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 또는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낱말 본성은 때때로 적응하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면, 개가 사나운 본성을 가지
고 있다거나, 말이 온순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본성이 나쁘다라고 말 할 때와 같다. 그
러나 그 낱말을 그렇게 사용할 때, 그것은 단지 다른 것과 비교하여 기술되고 있는 하나의
성벽을 의미하며, 엄밀히 말하자면 본성에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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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죄로 타락된 지금 보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완
벽한 인간사이 에는 놀라운 대조가 있다. 죄가 그의 성질뿐이 아니라, 용모도 점차
변화시켰다. 번식된 세대들은 무지, 방탕, 일반적 악행으로 인류를 더럽히고 망쳐
놓았기 때문에 인류 대부분 속의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지워졌다. 도덕적, 지적인
질이 작아졌다. 그리고 과도하게 발전된 동물적인 본능은 더 높은 본능(도덕적, 지
적 자질)과 이젠 균형이 맞추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그만한 의학의 조력이 있는데도, 그의 평균수명이 지금은 약 30년일 정도
로 체력을 잃었다. 이에 반하여, 최초에 인간은 같은 처벌 아래 930년을 생존하였
다. 그러나 죄와 죄의 처벌 때문에 이렇게 모독되고 타락되었으며, 죽음이 그의 안
에 작용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로 그 기간에 인간은 마음과 신체를 그
의 최초의 완벽과 영광, 영예와 주권으로 회복하게 되어있다. 그리스도에 의해, 그
리고 그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들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잃은 것들이다.(롬
5:18,19) 인간은 하늘의 낙원이 아니라, 지상의 낙원을 잃었다. 죽음의 처벌아래 그
는 영적 생존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잃었다. 그리고 “잃은 것을 찾고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선언하신 그의 구세주가 희생을 치르고 잃은 모든 것을 획득하셨다.(눅
19:10)
영적 존재에 관한 성서의 증언
위에 더하여 완벽한 인간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주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영광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영적 형상,
영적 존재- 으로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린다. 그러나 인류를 위하여 속죄물이 되기
위하여 그가 죽음으로서 죄인의 대리인이 되게 된, 그 죄인과 같은 본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했으므로, 그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필연적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님은 그 자신의 단계 보다 한 단계 낮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두 단계를 내려와서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고 했다.- 그가 사람이 되
었다. 그는 “육체가 되었다.”(히 2:16, 빌 2:7,8, 요 1:14)
이것은 다음의 세 가지를 가르친다는 것을 유의하기 바란다: (1) 천사의 본성은
영적 존재의 유일한 계급이 아니라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시기
전의 그의 본성보다 낮다. (2) 그가 사람이 되시기 전의 우리 주님의 위치는 지금만
큼 높지 않으셨다. 이것은 자진해서 인간의 속죄물이 되는 그의 순종 때문에 “하나
님께서 그를 탁월한 위치로 높이셨음” 이기 때문이다.(빌 2:8,9) 그는 지금 영적 존
재 중에서 최고 계급의 본성을 소유한다. 곧 신의(여호와의) 본성의 참여자이시다.
(벧후 1:4)
그러나 신과 천사와 인간의 본성은 분리되고 별개의 것이라는 증명을 우리는 이
렇게 발견 할 뿐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천사의 본성이 완전하다고 해서 천사가 신이나 여호와와 동등함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사의 본성을 취
하지 않고 다른 본성 곧 인간의 본성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완벽치
않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지금의 인간
같은 타락되고 거의 죽은 존재가 아니라, 그는 완벽의 활기로 가득 찬 한 사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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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해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한 완
벽한 사람의 능력의 완전한 표준인 완전한 법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 완벽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완벽한 사람인 아담이 상실한 생
명을 위해서 속죄물(대응한 대가- 딛전 2:6)로 줄 수 없었을 것이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있게 되었으므로,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있게 되었
습니다.”(고전 15:21) 만일 그가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가 정죄
아래 있었다는 것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
었을 것이라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
을 증명하였을 것이다. 한 완벽한 사람이 시험을 받고, 실패하고, 그래서 정죄되었
다. 그래서 한 완벽한 사람만이 구세주로서 대응한 대가를 줄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공명정대하게 그 질문을 또 다른 형식으로 우리 앞에 당면하고 있
다. 즉 성서가 그렇게 나타내듯이, 만일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한 완벽한 사람이었
으면, 한 완벽한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보다 정도가 낮은 한 인간인 육체의 존
재라는 것을 그것이 증명하지 않는가? 논리적인 결론은 틀림이 없다. 이 위에 시편
의 작자의 영감을 받은 말씀(시 8:5-8)과 히브리서 2:7-9에 그것에 대해 바울의 참
고가 있다.
예수님은 인간과 영적인 두 본성의 결합도 아니었다. 두 본성의 융합은 이도 저
도 아니지만 신의 제도에 불쾌한 결함이 있는 잡종을 낳는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
셨을 때에 그는 한 완벽한 인간 존재였다. 그 이전에는 한 완전한 영적 존재였다.
그리고 그가 부활한 이래로는 그는 가장 높은 신의 계급의 한 완전한 영적 존재이
다. 예수님은 신의 본성 상속의 보증을 30살에 침례(마 3:16,17) 안에서 상징된 것
같이, 죽기까지의 헌신을 할 때까지 받지 않았다. 30살은 율법에 따라서 성년남자,
그러므로 한 성년으로서 스스로 헌신하기 옳은 때이다. 그가 신의 본성의 보증조차
받을 수 있기 전에, 인간의 본성을 죽기까지 헌신해야 했다. 우리 주님은 헌신을
실제로 실행하고, 죽기까지 인간의 본성을 실제로 희생하실 때까지, 신의 본성의 완
전한 참여자가 되지 않았다. 한 성년이 된 후,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었다. 그
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신의 본성으로 높이셨다.(빌 2:8,9) 만일 이 성서가 진실이
라면 인간의 본성이 실제로 희생될 때까지 곧 죽을 때까지 그는 신의 본성으로 높
여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다. 곧 예수님 안에는 본성의 혼합이 없었지만, 그는
두 번 본성의 변화를 체험했다. 첫째, 영적 본성에서 인간의 본성으로,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에서 영적 본성의 제일 높은 질서로, 즉 신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각
경우에 있어서 다른 본성을 취하기 위하여 한 본성을 포기해야 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될 때까지, 세상 앞에 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완벽
한 인간성의 이 당당한 예에서 우리는 우리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되기 전의 완
벽과 회복하게 되는 완벽을 본다. 사람의 속죄물이 되는데 있어서 우리 주 예수는
사람이 잃은 것을 위해 동등한 것을 주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믿
음과 필요조건에 순종을 통하여 영적 본성이 아니라, “잃었든” 완벽한 인간의 본성
을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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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인간존재의 완전한 기능과 능력은 언제까지나 발휘될 수 있고, 또 새롭고
다채로운 흥미의 대상들에 발휘될 수 있으며, 지식과 기술은 굉장히 증대될 수 있
다. 그러나 지식이나 능력의 그러한 증대는 본성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본성을 보다
더 완벽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완벽한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발전
하는 것뿐일 것이다. 지식과 기술의 증대는 의심할 바 없이 언제까지나 인간의 축
복된 특권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람일 것이며, 오직 이미 소유한 인간 본
성의 능력을 더 충분하게 이용하는 것을 배우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의 광
범한 한계를 넘어서는 그는 바랄 수 없으며, 그의 욕구가 그의 능력의 범위에 제한
되었으므로 그가 진보하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서 인류의 대부분이 회복될 그 완벽한 인간의 본성의 한 예
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부활하신 이래로 그는 극복하는 교회가 부활 때 그와
같이 함께 할 영광스러운 신의 본성의 예증이다.
이 현재시대가 본성의 변화를 제안 받은 이 계급의 발전에 주로 바쳐있고, 사도
들의 서한이 이 “적은 무리”의 교훈에 바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선택
된 일단의 완성으로 끝난다고 추리해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으로, 반대극단으로 가
서, 이 계급의 사람들(“적은 무리”)에게 제안된 신의 본성과 영적 몸(고전 15:44)을
받게 된다는 특별한 약속이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서도 안 된
다. 모든 인류에게 제안된 다른 귀중한 약속들 위에 “귀중하고도 매우 웅대한 약속
들”을 이들에게 준 것이다.(벧후 1:4)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성서는 “적은 무
리”속에 신의 본성의 완벽과 회복된 세상 사람들 속에 인간의 본성의 완벽은 두 분
리된 것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해야 한다.
영적 존재가 무엇인가? 무슨 능력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는가? 무슨 율법으로 그
들은 지배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존재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신화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
는 듯하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많은 미신이 우세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관
념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는 인간이 보다 높은 영적 존재의 성질을 깨달
을 수 없음을 암시 하지만(고전 2:14) 마치 신화나 미신적이라는 어느 관념을 경계
하려는 것처럼 그는 명백히 진술하기를, 육적인(인간의) 몸뿐이 아니라, 영적 몸도
있고, 땅의 몸뿐이 아니라, 하늘의 몸도 있으며, 하늘의 몸의 영광뿐이 아니라, 땅의
몸의 영광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땅 (인간)의 영광을 아담의 죄 때
문에 잃긴 했으나, 주 예수님과 그의 신부 (그리스도, 머리와 몸)가 천년통치 기간
에 인류를 위해 회복하게 되어있다. 하늘의 몸의 영광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
령으로 믿음의 눈에 드러난 정도 외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 영광들은 분리되
고 별개의 것이다.(고전 15:38-49) 우리는 육적인 흙의, 땅의 몸이 무엇인가를 어
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몸의 완전함의 영광은 대강만을
추단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살과 피
와 뼈이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요 3:6)
그리고 두 별개의 종류의 몸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 몸이 무엇이든, 그것이 살과
피와 뼈로 구성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것은 천상의, 하늘의, 영적 몸
일 것이다(“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나 영적 몸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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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요 3:6, 요일 3:2)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영적 존재이건 인간의 존재이건, 어떤 존재가 한 본
성에서 다른 본성으로 변화된 적이 있다는 기록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것은 예외적
인 목적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였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을 때,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이 영구히 천사인 채로 있을 것을 의도 하셨다. 사람도 그렇다. 각기 그
자신의 단계에서 완전하다. 적어도 성서는 아무 다른 목적에 대한 암시를 주지 않
고 있다. 무생물 창조에 만족한, 거의 끊임없는 다양성이 있는 것같이, 생명 있는
지적인 창조에도 완벽에 있어서 같은 다양성이 가능하다. 완전한 상태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영광스럽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듯이, 하늘(천상)의 몸들의 영광은 한 가
지 종류의 영광이고, 땅(흙)의 몸들의 영광은 또 다른 종류이며, 다른 영광이다.(고
전 15:40)
부활 후에 우리 주님과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에 관해 기록된 사실들을 조사함으
로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 영적인 말과 결합시키면서(고전 2:13) 영적 존재들에 관
해서 우리는 얼마간의 일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천사들은 나타날 수 있으며, 종종 나타난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는
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은 모두 공적
봉사를 위한 영들로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닙
니까?”(시 34:7, 히 1:14) 그들이 눈에 보이게 섬겼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게
섬겼는가? 의심할 바 없이 후자이다. “앗스르(Assyrians)의 한 군대가 엘리사를 에
워쌌다. 그의 종복이 두려워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젊은 종복의 눈
을 열어 주시므로, 그가 보니, 산간 지방에 불말(불같이)과 불 병거들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또 한편, 발람에게는 천사가 보이지 않았는데, 나귀는
그의 눈이 열려 그를 보았다.”(왕하 6:14-17, 민 22:21-27)
둘째로, 천사들은 인간의 몸으로 짐짓 가장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주님과 두 천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
여 저녁을 준비하여, 그들은 저녁을 먹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라고 생각
했는데, 그들이 막 가려고 할 때까지 그들 중에 하나는 주님이시고, 다른 둘은 천사
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 후, 그 두 천사들은 소돔(Sodom)에 내려와 롯(Lot)을
구하였다.(창 18:1,2) 한 천사가 기드온(Gideon)에게 한 인간으로 나타났으나, 그 후
에야 천사 자신을 알게 했다. 한 천사가 삼손(Samson)의 부모에게 나타났는데 그들
은 그가 제단의 화염가운데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사람으로 생각했다.(삿 6:11-22,
13:2-21)
셋째로, 영적 존재는 그들의 정상의 상태에서는 영광스러우며, 종종 그들을 영광
스럽고 광채 난다고 칭한다.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 낸 천사의 겉모양은 “번개
와 같았다.”(마 28:2,3) 다니엘은 한 영적 몸의 섬광에 마주쳤는데, 그가 묘사하기를,
그의 눈은 타오르는 횃불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팔과 발은 빛난 구리와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고 했다. 그의 앞에 다니엘은 한 죽은 사람 같이
엎드러졌다.(단 10:6,10,15,17) 타서스(Tarsus)에 사는 사울도 대 낮에 햇빛 광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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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비슷한 섬광에 마주쳤다. 사울은 그의 시력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행 9:3,4)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음 사실을 발견했다: 영적 존재는 확실히 영광스럽다. 그러
나 영적 존재들을 보도록 사람의 눈을 열어주거나, 그들이 인간으로 육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외에는,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우리가 이 나
타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상술을 검토할 때 더한층 확증된다. 주님이 사울에게 홀
로 보이고, 함께 가던 사람들은 음성의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행
9:7)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가 묘사하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보지 못하였
다. 그러나 그들은 큰 떨림이 자신들에게 내리자 달아나 숨어버렸다. 다시 이 영광
스러운 존재가 선언하기를, “페르시아(Persia) 왕국 영역의 군왕이 이십일 일 동안
나를 저항하였다.”(단 10:13)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군왕이
이십일 일 동안 저항한 이 사람 앞에 죽은 사람 같이 엎드러졌는가? 어떻게 이럴
까? 확실히 그는 군왕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다. 그가 보이지 않게
그와 더불어 임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주님은 부활 후에 영적 존재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본 천사(영적 존재)
가운데에서 예증된 같은 능력을 역시 소유하고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
리가 다음 장에서 더 충분히 알게 되는 바와 같이, 그러한 것이 실정이다.
이렇게 성서는 영적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분리되고 별개의 것으로 본다는 것과
한 본성에서 다른 본성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증거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
견한다. 그와 반대로 성서는 오직 극소수만이 인간에서 그들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미 높여지신 신의 본성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훌륭하고 특별한 면모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위대한 미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들을 준비해주는 그 훌륭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이
다.

죽음을 면할 수 없음과 불멸

인간 존재와 영적 존재, 그리고 땅에 속한 약속과 하늘에 속한 약속에 관한 성경
말씀의 비교에서 우리가 배운 것과 엄밀히 조화되는 부제(죽음을 면할 수 없음과
불멸)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것이다. 이 부제 낱말들에 보통 매우 불확실한
의미를 주고 있으며, 그 의미들의 그릇된 관념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성서를 사용하
는데 이 부제 낱말들에 관계되는 주제에 대하여 오류의 견해를 일으킨다.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이란 낱말은 죽는 경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불멸”이란 낱말은 죽는 경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단지 죽음이 없는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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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죽음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의 일반의 틀린 관념은 죽음이 불가피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불멸의 의미의 일반적 관념은 거의 더 정확하다.
불멸은 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말들의 구성만으로도 그 말들의
참된 정의를 가리킨다. 아담이 범죄 전에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불
멸 상태에 있었는지를 정해 보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혼동 된 것은 죽음을 면
할 수 없음이란 말의 그릇된 관념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추론
하기를, 불멸의 존재는 죽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아담이 불멸의 존재였다
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창 2:17)라고 말
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논리적인 결론이다. 이와 반대로, 그들은
말하기를, 만일 그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였다면, 아무리 해도 그가 죽음을 회
피할 수 없었으므로,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위협이나
처벌로 될 수 있을까? 하며 그들의 틀린 정의에 따라 말한다.
문제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이란 말에 준 그릇된 의미 속에 있다는 것이 감지될
것이다. 정확한 정의를 적용하면 모두가 명백하다. 아담은 멸하게 될 수 있는 존재
였다. 즉 그는 죽음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그는 가득 차고 완전한 한도로 생명을
가졌으나, 선천적인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 그의 생명은 금단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로” 유지된 생명이었다.(창 2:16) 그리고 그가 계속 창조자
께 순종하며 그와 조화되어 있는 한, 그의 생명은 확보되었다. 생명을 지탱하는 요
소들(나무 열매들)은 부인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보인 것은 아담이 생명을 가졌
고, 죽음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으나, 그는 아직도 죽음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다.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가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질문이 있게 되는데, 만일 아담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로 시험에
있었다면 그는 불멸을 얻기 위해 시험에 있었는가? 일반적인 대답은 ‘네’ 일 것이
다. 우리는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 그의 시험은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명과 축
복가운데 존속하기에 합당 한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였다. 만일 아담이 복종하면
불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무데에도 약속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모든 추측을 방치하지 않을 수 없다. 순종하는 한, 그는 그 당시에 맛보던 축복의
영속됨이 약속되었고, 만일 불순종하면 모든 것의 손실(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위협 당했다.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이란 낱말의 의미의 그릇된 관념은 일반대중을
‘죽지 않는 모든 존재는 불멸이다’라는 결론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늘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 천사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이 불멸계급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이다. 하늘의 천사뿐이 아니라, 타락에서 구원된 인류의 거대한
다수는 항상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일 것이다. 완벽과 행복의 상태에 있긴 하지
만, 만일 죄를 범하면 일반대중은 항상 죄의 삯인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본성일 것
이다. 그들의 존재의 안전보장은 아담의 경우와 같이 지상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께 복종 여하에 달렸다. 하나님의 공정, 사랑, 지혜와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일을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그의 권능은 현재
죄를 허용하시는 조처로 충분히 증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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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에는 아무데도 천사들이 불멸이라거나, 회복된 인류(구속된 교회는 제외하고)
가 불멸일 것이라고 진술되어있지 않다. 이에 반하여, 불멸은 오직 신의 본성에만
속한다. 즉 원래 여호와께만, 그 후, 현재 지극히 높여진 상태에 계신 우리 주 예수
님께, 마지막으로, 약속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입을 때 그의 몸인 교회에 속
한다.(딛전 6:16, 요 5:26, 벧후 1:4, 고전 15:53,54)
불멸은 다만 신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이 아니
라, 천사들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이며, 사실상 한때 그들 중에 한 천사 장이
었던 사탄이 멸망하게 되어있다는 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히 2:14) 그가 멸망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천사들이 한 계급으로서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
여태까지 고려된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아는 것은 완강한 죄인들이 전멸될
때, 불멸의 존재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들은 기쁨과 행복과 사랑 가운데 영원
히 살 것이라는 것. 첫 번 계급은 선천적인 생명 곧 자기 속에 있는 생명(요 5:26)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불가능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 두 번째 계급은 죽
음이 가능하지만, 완벽한 존재이며, 사악과 죄의 매우 죄스러움의 지식 때문에 죽음
이 정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두 번째 계급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충실
하기 때문에 완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로 그들은 영구히 공급될 것이며, 그
래서 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면할 수 없음과 불멸의 용어의 의미와 성서에서의 그들의 활용에 대한 올
바른 인식은 영원한 고통(지옥)이란 교리의 바로 그 기초를 파괴한다. 그것은 다음
과 같은 성서에 없는 학설에 근거를 두었다: (1)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멸로 창조하
셨다. (2) 그는 멸망될 수 없다. (3)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킬 수 없다. (4) 그러
므로 완강한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어떻게든지 계속 생존함에 틀림없다는 것이 요
지다. (5)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조화되어있지 않으므로, 그들의 영세는 비참한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죄인들의 그러한
영속함에 대비하여 예비하셨다는 것과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이며, 충만
한 빛과 지식에 벗어난 고의적인 죄를 범한 죄인의 최대한의 처벌은 고통(지옥)속
에서의 생존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한다. “죄를 짓는 그 영
혼이 죽을 것이다.”(겔 18:4,20)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하느냐?”
로마서 9:20

총애를 부여하시는데 있어서의 공정
어떤 사람은 공정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피조물가운
데 총애를 부여하시는데 있어서 차이를 두셔서는 안 됨을 요하며, 만일 그가 한 사
람을 높은 위치로 높이시면 어떤 사람이 자기 권리를 상실해서 낮은 위치로 당연히
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공평하게 모두를 같은 위치로 높
이셔야함을 요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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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된 원칙이 검토되었음
만일 이 원칙이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더 높게 창조
하실 권리나, 모든 천사와 모든 인간을 다 같이 높이시려고 의도하시지 않으신 한
예수님을 그 다음에 신의 본성으로 더욱 높이실 권리가 없으심을 제시할 것이다.
이 원칙을 아직 더 전개하면, 만일 어떤 인간이 지극히 높임을 받고, 신의 본성에
참여자로 되게 하면, 언젠가는 모든 인간이 다 같은 위치로 올려 지게 되어야한다.
그뿐이 아니라, 이 원칙을 왜 극단까지 이끌지 않는가. 그래서 같은 진보의 법을 짐
승과 곤충의 창조에도 적용하여,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언젠가는 짐승
과 곤충 모두가 가장 높은 존재의 단계(신의 본성)에 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
는가? 이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된 원칙에서 본다면 그것은 어
느 다른 추론에 못지않게 이치에 맞는다.
완전한 상태에 다양성
필시 아무도 그 틀린 가정을 이점까지 전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
일 틀린 가정이 단순한 공정에 기초를 둔 원칙이라면, 그것이 어디에서 중단하면
여전히 공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일 그러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모든 그의 일들 가운데에 즐거운 다양성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하
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모든 자연은 동물계나 비 동물계나 영광과 신의 권세와 지
혜의 다양성을 전시한다. 그리고 훌륭한 다양성과 아름다움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알리네.”(시 19:1)라 함과 같이, 그의
지적인 창조는 그의 권세의 우수한 영광을 다양성 가운데 훨씬 더 전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된 교훈과 이성과 자연의 유사에서 결론을 내
린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공정에 대해서 옳은 관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총애는 결코 정당
하게 공로로 받는 보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공정의 행동은 특별한 감
사를 위한 경우가 아니며 사랑의 아무 증명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한 사
랑(공로 없이 주시는 은총)을 피조물들에게 한없이 주신다. 이것은 답례로 마땅히
그들의 사랑과 찬양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만일 뜻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해도, 우리를 단
지 짧은 기간만 사는 피조물로 만드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는 어떤 종
의 낮은 피조물을 만드셨다. 그는 우리가 잠시 동안 그의 축복을 즐기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불공정함 없이 우리를 모두 존재에서 없어지게 하실 수 있었다. 사실은
그렇게 짧은 기간의 생존이라 해도 그것은 총애다. 어쨌든 우리는 오직 그의 총애
로 생존한다. 한번 죄로 잃은 존재의 구원은 얼마나 훨씬 더 큰 총애인가! 더욱이,
우리가 인간이고 짐승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총애다. 천사가 본래 인간보다 조
금 높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총애다. 그리고 주 예수님과 그의 신부가 신의 본
성에 참여자가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총애다. 그러므로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부
여하시는 것을 감사로 받는 것이 그의 모든 지적인 피조물에 어울린다. 어떤 다른
정신은 공정하게 정죄를 받을 만하며, 만일 불평하는 정신에 빠지면 비천과 파멸로
끝날 것이다. 인간은 천사의 위치로 초청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므로, 천사가 되기
를 열망할 권리가 없다. 천사에게 신의 본성을 제공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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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본성을 열망할 아무 권리도 없다.
사탄의 비천을 초래한 것은 그의 자만심의 포부이며, 그의 포부는 파멸로 끝날
것이다.(사 14:14)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추어질 것이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여질 것입니다.”(눅 14:11) 그러나 반드시 가장 높은 위치로가 아니다.
성서에서 가르친 택하심에 관한 주제가 일부는 공정에 대한 그릇된 관념에서,
일부는 다른 근거들에서, 많은 논쟁과 오해의 근거가 되었다. 성서가 택하심을 가르
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택하심이 정말 어떤 원칙에 근거
되어 있는지는 의견의 상당한 차이가 있는 문제다. 어떤 의견은 그것이 독단적, 무
조건의 택하심이라 하고, 다른 의견은 그것이 조건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쌍방의 견
해에는 어느 정도 진리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의 편에서 택하심은 한 어
떤 목적이나 직무나 조건을 위한 그의 선택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
중 얼마는 천사들, 얼마는 인간들, 얼마는 짐승들, 새들, 곤충들, 등, 이 되고, 또 얼
마는 그의 신의 본성에 속하게 될 것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본성으로
받아드려질 모두를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선택하시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들
이 신의 본성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느 피조물이 어느
단계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순전히 총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원하는 사람이나 달리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자비 곧 친절
이나 총애(롬 9:16)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다른 사
람들 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의 본성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그가 죄를 범하지 않은 천사들을 빼놓고, 구원된 죄인들 중 얼마쯤을 신의 영
광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것을 가지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하
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며, 그의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이 권리를 발휘하시기를 원
하신다. ‘사람들이여,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빚음을 받
은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라고 말하겠습니까? 도공이 같
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롬 9:20,21) 모두가 같은 신의 권세로 창조되었다. 얼마쯤은 보다 더 높
은 본성과 보다 더 큰 영예를 갖고, 얼마쯤은 보다 낮은 본성과 보다 덜 귀한 영예
를 갖도록 창조하셨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인간)를 지으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다.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있을 일들을 나에게 물어라. 내 아들들에 관하
여, 내 손이 한 일에 관하여 너희는 나에게 명령하느냐? 바로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도 창조하였다. 내가(내 손이) 하늘을 폈으며, 모든 천사의 무리에게 내가
명하였다.’” “하늘의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 땅을 지으신 분이며 그것을 만드신 분,
그것을 굳게 세우시고 그것을 헛되이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지으
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며, 다른 이가 없다.”(사
45:11,12,18) 아무도 하나님께 지시할 권리가 없다. 만일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헛되이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회복된 완벽한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지으셨으면, 우리
가 누구라고 하나님께 대꾸하며, 그들의 본성을 변화하여, 모두를 천사나 그의 신의
본성의 참여자로 만들지 않은 것이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와서 장래 일을 “묻는 것”이 우리의 관념을 실행하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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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하거나 단언하는 것 보다 얼마나 훨씬 더 어울리는가? 주여, 주제넘은 범죄
를 짓지 않게 당신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
시오.(시 19:13) 하나님의 자녀 중 아무도 알면서 주님께 지시하지 않을 줄 안다. 그
러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 오류에 빠지는지 모른다.
인간에게 만족한 분배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된 자녀들로서 그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다. 그리고 그들
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내시었다. 바울이 말하기를, 첫
사람(인류가 완벽하게 될 때의 표본)은 땅에서 났으니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의 후세는 복음교회를 제외하고는 부활 때 여전히 흙으로 만들어지고, 땅에 순응
되는 인간일 것이다.(고전 15:47,38,44) 다윗이 선언하기를, 인간이 천사들보다 단지
조금만 낮게 만들어지고, 영광과 영화와 지배권으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다.(시
8:4-8) 그리고 베드로, 우리주님, 그리고 예전의 모든 예언자들이 선언하기를, 인류
가 그 영광스러운 완벽으로 회복되고, 아담이 인류의 전형으로서 누리듯이 땅을 다
시 지배하게 된다고 한다.(행 3:19-21)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기로 택하신 것이 이 몫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몫인
가! 죄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불행과 고뇌, 타락과 슬픔의 장면에 여러분의 눈을
잠깐 동안 감고, 여러분의 정신 시각 앞에 완전한 지구의 영광을 그려보시오. 죄의
단 하나의 얼룩도 완전한 사회의 조화와 평화를 망치지 않는다. 단 하나의 쓰라린
생각, 단 하나의 불친절한 얼굴표정이나 말도 없고, 각 마음에서 솟아 나오는 사랑
이 다른 모든 마음 안에서 같은 감응을 받으며, 모든 행위는 자비심을 보인다. 거기
에는 병이나 고통이나 아무 부패의 흔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조차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일찍이 본적이 있는 상당한 건강과 인간 형태와 용모의 아
름다운 모든 그림들을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완벽한 인류는 아직도 보다 뛰어난
사랑스러움의 존재일 것을 아시오. 속의 순수함과 정신적, 도덕적 완벽은 모든 빛나
는 용모에 새기고 영광을 더할 것이다. 그러한 것이 땅의 사회일 것이며, 이렇게 그
들이 부활일의 완성이 현실화 할 때, 눈물 흘리는 사별한 사람들은 그들의 눈물이
모두 닦일 것이다.(계 21:4)
이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만의 변화이다. 그러한 인류가 “거주하도록 지으신”
땅은 그들을 위해서 알맞고 유쾌한 거주가 된다는 것도 상기한다. 이 거주는 전형
적인 사람이 최초에 거주한 에덴낙원의 전형과 같게 된다. 낙원이 회복될 것이다.
땅은 다시는 가시와 찔레나무를 돋게 하지 않을 것이며, 생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릴 필요가 없이, “땅은 산물을 (쉽게 자연적으로) 낼 것이다”(시
85:12) “사막이 백합화 같이 필 것이다”(사 35:1) 낮은 층 동물의 창조가 완전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종들이 될 것이다. 모든 유쾌한 다양성이 있는 자연은 모든 방향
에서 하나님의 영광, 권세, 사랑을 찾고 이해하라고 인간에게 주의를 불러일으킬 것
이며,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지금 널리 퍼지고 있는 어떤 새
로운 것을 끊임없이 바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함과 우리 현재의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에 기인한 비정상의 상태이다. 어떤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열
망하는 것은 하나님 같지 않다. 대부분의 사물이 하나님께는 오래된 것이며, 그는
오래되고 완전한 것들에서 가장 기뻐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인간도 오래되고 완전한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듯이 가장 기뻐할 것이다.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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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한 인간은 본성이 다른 까닭에 영적 존재의 영광을 충분히 알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의 영광을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같은 이유로 물고기와 새가 각기 그 자신들의 본성과 생육지를 오히려 가장 좋아하
고 즐기는 것과 똑 같다. 사람은 인간 단계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영광에 아주
흡수되고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한 것들 외의 또 다른 본성이나 상태를
열망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의 현재 경험의 일견은 이것을 예증할 것이
다. 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막
10:23, 눅 18:24) 현재 사악과 죽음의 지배 밑에서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
금밖에 없는 좋은 것들이 인간의 본성을 아주 현혹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목적을
영적 약속에 고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몸을 택하심
그리스도의 몸인 기독교의 교회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일반적 계획에 예외라는
것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교회를 택하실 것을 신의 계획 가운데 정하셨다
는 말씀을 보아 분명해진다.(엡 1:4,5) 그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로 타락을 예견
하셨을 뿐이 아니라, 이 계급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기로 예정하셨다. 복음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계급을 불러내고 계신다. 그 목적
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고,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전
인류의 의로움과 평화의 설립을 위한 천년 왕국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
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이다.(롬 8:28-31)
이것은 교회선택이 하나님 편에서 예정된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것은 교회 개별적 구성원들을 무조건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단의 사람이 특정한 기간(복음시
대) 이내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을 정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의 각 개별적 구성원의 행위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것과 정말 누가 합당하며 그래서
누가 “적은 무리”의 일원들을 구성한다는 것을 예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택하심에 관한 교리를 진술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깨우치려고 노력한 것은 각 개인을 미리 정하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한 계급을 명예로운 위치를 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다. 그 계급의 선택은 여러 가지 믿음의 가혹한 시험, 순종,
세속적 특권의 희생, 등의 필요조건을 죽기까지 수행하는 가에 좌우된다. 그렇게 각
개인의 시험과 각 개인이 “이겨냄”에 따라서 예정된 계급의 개인적 구성원들이 선
택하고 있다. 이 계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혜택을 예정하셨다.
로마서 8:30에 그리스어 doxazo 에서온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명예롭게 됨
을 의미한다. 교회가 그 위치로 택해진 것은 큰 명예중의 하나이다. 아무도 그렇게
큰 명예를 얻기 위한 열망을 생각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도 그 위치를 얻기 위해
열망하기 전에 먼저 초대를 받았다. 우리가 읽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서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신(doxazo-명예롭게 되다)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내가 네 아버지가 되었다.’”(히 5:5)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명예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 될 당선된 몸의 모두는 여호와의 총애로 이렇게 명예롭게 될 것이
다. 교회의 머리와 같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약 1:18) 하나님의 영적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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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잉태될 때, “명예”의 시작을 경험한다. 그리고 영으로 낳을 때, 그 명예로 완
전히 안내될 것이다. 곧 영적 존재들(하늘의 영광을 받은 머리의 형상)이 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예를 주실 그들은 완벽하고 청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유전으로 죄인인 까닭에 그는 우리를 명예로 오직 초청(불으심)하셨을 뿐이 아니
라, 그 명예를 우리가 받도록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의롭다 인정하실 것도 역시 준비하셨다.
적은 무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일반적인 부르심 -“초대를 받은 사
람은 많으나” -을 베푸신다.(마 22:14)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 부르심이
우리 주님의 전도 기간 처음에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제한되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의 종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특별한 총애의 연회로 올 것을 강요(강제가 아님)하
도록 돼있다. 그러나 듣고 오는 사람들일 지라도 모두가 다 합당하지는 않다. 예복
(그리스도의 귀여된 의로움)을 주었으나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
래서 버림을 받아야 된다. 의롭다고 인정되는 예복을 입고, 새로운 본성으로 낳게
되는 명예를 받는 사람들 중에, 그들의 서약에 충실함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스스
로 확실히 하는 것에 어떤 사람은 끝내 실패하고 만다. 영광 가운데 어린양과 나타
나기에 적합한 그들에 관해서 선언하기를,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충실한 사람들이다.”(계 14:1, 17:14)
그 부르심은 참되다. 교회를 선택하고 높이시려는 결심은 불변이나, 누가 이 선택
된 계급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건 나름이다. 미리 정해진 명예를 함께
나눌 사람 모두는 그 부르심의 조건을 완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
갈 약속이 남아 있을 지라도 여러분 중에 그 약속에 달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까
두려워합니다.”(히 4:1) 하나님의 위대한 총애는 원하는 사람이나 달리는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원하는 사람에게 달음박질하는 사람에게 있
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조물로 그가 원하시는 것을 행사하시는 절대적인 권리와
목적을 분명히 정당화하였으므로, 모든 하나님의 총애를 부여하시는 특징적인 원칙
은 모든 사람의 전체적인 행복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끈다.
우리는 성서 권위에 의거하여 인간의 본성과 영적 본성은 분리되고 별개의 것이
라는 것을 확립했다고 판단한다. 두 본성을 혼합하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계획의
부분이 아니라, 불완전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본성에서 또 다른 본성으로 변화하
는 것은 통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단 한 경우에 있어서 예외이지만, 어떻게 그 변
화가 성취될 것이고, 어떤 조건들에서 그것이 달성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배우는 것은 깊은 흥미 대상의 문제가 된다.
어떻게 그들의 본성의 변화가 완수되나?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신의 본성으로(벧후 1:4) 높여질 수 있는데 의거하는 조건
들은 주님께서 의거하여 그것을 받은 조건들과 정확히 같다. 그가 산 제물로 희생
하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희생하시면서, 그의 발자취를 바로 따르고
(벧전 2:21) 그 다음에 회생이 죽음으로 끝날 때까지 충실하게 그 헌신의 서원을 성
취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서 신의 본성으로 변하는 이 변화는 우리 주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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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본성을 희생하신 것과 같이, 복음시대 이내에, 인간의 본성을 그것의 모든 관
심들, 현재와 미래의 희망, 목적들과 더불어 죽을 때까지 희생하는 그들에게 보답으
로 준다. 부활 때 그런 사람들은 나머지 인류와 더불어 인간의 완벽으로 회복되는
축복이나, 모든 회복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축복에 참여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
님과 함께 신의 본성에 참여자들로서, 주님의 형상, 영광,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깨어날 것이다.(롭 8:17, 딛후 2:12)
새 본성의 시작과 발달은 인간 생명의 시작과 발달에 비유된다. 인간인 경우에
잉태가 있고, 그 다음에 탄생이 있는 것과 같이, 새 본성인 경우에도 역시 그렇다.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서 새로 나게 하신다고 한다.(약 1:18, 벧전
1:3, 요일 5:18) 즉 그들은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서 신의 생명에 첫 충동을 받는
다. 속죄물에 대한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때, 그들은 “여러분의 몸
을 거룩하고(속죄 받고, 의롭다고 인정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바치
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온당한 봉사입니다.”라는 부르심을 듣는다.(롬 12:1) 그리
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들이 그들의 의롭다고 인정된 인간성을 예수님의 산 제
물과 병행하여 하나님께 산 제물로 헌신할 때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바
로 그 행위를 하는데서 영적 생명이 시작된다. 그러한 사람은 즉시 인간의 욕구를
못 박힘까지, 새(변화된) 마음이 고무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그 자신을 발견한
다. 헌신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간주하신다.(갈
6:15, 고후 5:17)
이 태아 “새로운 피조물”에게 이전의 것(인간의 욕구, 희망, 계획, 등)은 사라지고
모두 새것이 된다. 그 태아 “새로운 피조물”은 지나간 희망, 목적, 욕망, 등을 가지
고 있는 이전 인간 본성을 못 박을 때 계속 자라고 발전한다. 이 두 과정은 헌신하
기 시작하는 때부터 인간이 죽고, 영적 성과를 낳을 때까지 동시에 진보한다. 하나
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계획을 더욱 더 계속 나타낼 때, 그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까지 그렇게 소생시켜서(롬 8:11) 이 죽을 수밖에 없
는 몸들이 그에게 봉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적절한 때에 우리는 모든
점에 있어서 새로운 신의 마음에 적응되는 새로운 몸, 영적 몸, 하늘의 몸을 가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남은 부활 때 이루어지며(골 1:18) 이 계급의 부활은 첫
째(최고의)부활이라고 부른다.(계 20:6) 우리가 입양의 영을 받을 때부터 영적 존재
라고 간주되기는 하나, 부활 때까지 실제로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롬 8:23-25, 엡 1:13,14, 롬 6:10,11) 우리가 실제로 영적 존재가 될 때, 즉 우리
가 영으로 태어날 때 다시는 우리가 육적 존재가 아닐 것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이다.(요 3:6)
부활 때 영적 본성으로 태어남은 헌신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가 선행해야 한다.
이것은 육적 탄생이 육으로 잉태가 선행되어야함과 꼭 마찬가지다. 땅에 속한 첫
아담을 닮은 모양으로 육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으로 먼저 잉태되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 잉태되어, 적절한 때에
하늘에 속한 자를 닮은 모양으로 첫째 부활에 영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된다. 변절하
지 않는 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형상을 지녀온 것 같이, 또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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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교회)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닐 것입니다.”(고전 15:49, 히 6:6)
하늘의 소명을 받아드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의 헌신은 특별한 한 순간에 결
정되는 것이지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되게 하는 것은 점차
적인 일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땅을 향하여 구부러진 모든 생각을 하늘을 향하여 구
부리게 하는 것은 점차적이다.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변화하는 일이라고 부른다.
그는 이 문제를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하늘에 속한 본성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의 선하시고 받아드리실 만하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십시
오.”(롬 12:2)
그 사도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바로 전 절, “형제들
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니,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으로 바치십시오.”라고 하신 말씀에서 보여
준 것 같이 그가 형제로서 인정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한 인간이 전향되거나 죄에서 의로움으로 변화될 때, 그리고 불신앙이나 하나님
께 대항함에서 그에게 의지함으로 전향될 때, 그것이 바울이 의미한 변화라고 일반
적으로 믿고 있다. 진실로 그것은 한 큰 변화이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은 한 변
화이지, 그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성격의 변화이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정해진 조
건들에 따라 복음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본성의 변화를 언급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조건들을 성취하라고 격려한다. 만일 그가 이야기한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성격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르
지 않았을 것이다. 형제들은 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으로 바칠
무엇인가를 가졌다. 왜냐하면 속죄물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받아드리실 만하다고 간주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완벽한 인간성을 산 제물로 드린 것 같이 본성의 변화는 복음시
대에 현재의 인간의 만족과 특권을 무시할 뿐이 아니라, 미래의 인간으로의 생존에
대한 모든 그의 권리와 주장을 버리면서, 그들의 의롭다고 인정된 인간성을 산 제
물로 드리는 그들에게 이루어진다. 맨 먼저 희생된 것은 인간의 의지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나, 어느 다른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
로만 인도되어야 한다. 신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것이며, 인간의 의지는 우리의 것
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로서 간주하고, 무시하고 희생해야 한다. 신의 뜻이 우
리의 뜻이 되었으니, 우리는 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기를 시작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된다. 진실한
믿음으로 그들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지 않은 결과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이 변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전에 실제로 죄가 아닌 것은 무
엇이든 즐길 수 있었다. 세상과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단지 어려움은 죄 있는 경향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
신하고 변화된 사람은 죄를 억제하려는 노력 위에 현재의 좋은 것들을 희생하며,
그들의 모든 정력을 하나님을 봉사하는데 바쳐야 한다. 봉사와 희생에 충실한 그들
은 이 세상이 그들의 휴식처가 아니라는 것과 이곳에 영속하는 도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히 13:14)을 참으로 매일 실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희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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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남아있는 그 안식”(히 4:9)으로 돌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
음에 그 축복된 희망은 계속된 희생을 하도록 소생하고 고무할 것이다.
따라서 헌신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며, 욕망과 희망과 목적이 약속
해주신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인간의 희망, 등
은 죽는다. 따라서 변화되거나 변화과정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낳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신의 본성에까지 참여하는 자로 간주된다. 이 “새로운 피조물”과 다만
의롭다고 인정받은 믿는 사람들(“형제”) 사이에 차이를 잘 유의하기 바란다. 뒤의
계급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서 났으니 흙으로 만들어졌고, 죄 있는 욕구는 제외하고
그들의 희망, 대망, 목적은 약속하신 만유의 회복 때 충분히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의 계급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요 17:14) 그들의 희망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중점을 둔다. 이 하늘에 속하는 희망에서 새로 낳고,
하늘에 속한 약속들의 영광을 깨닫고, 신의 계획에서 그들에게 할당된 역을 이해하
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사람에게 매혹하는 땅의 영광의 전망이 이제는 만족한 부분
이 아닐 것이다.
이 새로운 신의 마음은 완전한 신의 본성(마음과 몸)의 상속을 보증하는 증거이
다. 어떤 사람은 신의 몸이란 표현에 깜짝 놀랄 것이나, 기록되기를, 지금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의 존재 자체의 정확한 표상이라는(히 1:3)것과 이기는 자는 “그와 같
이 되고, 그를 있는 그대로 볼 것입니다.”(요일 3:2)라고 하였다. “육적(인간의) 몸
이 있으면 영적 몸도 있습니다.”(고전 15:44) 우리는 우리의 신의 아버지나 우리
주 예수님이 몸은 없이 단지 훌륭한 마음뿐이라고 상상 할 수 없다. 그들의 것은
영광스러운 영적 몸들이다. 그 영광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우리도 역시 신의 본성을 함께 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에서 영에 이르는 마음의 변화는 점차적인 일이지만, 한 인간에서 영적 몸의
변화는 점차적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다.(고전 15:52) 바울이 말하듯이 지금 우
리가 이 보물(신의 마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나 적절한 때에 그 보물은 그것에 충당
한 영광스러운 그릇 곧 영적 몸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영적 본성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았다.(창 5:1) 예를 들면,
하나님께는 의지가 있으시다. 인간도 천사도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이성과 기억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의 지성이 있는 피조물(천사와 인간)도 그렇다. 각각의 정신적 작
용의 성질은 똑같다. 추리를 위한 자료(데이터)가 같고, 조건이 비슷하면 이 다른
본성들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신과 천사와 인간의 본성의 지능들은 비
슷하지만, 그럼에도 영적 본성들은 인간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것은 그 능력들이 다른 지능에서 유래해서가 아니고, 같은 지능의 더
넓은 범위와 그것이 작용하는 다른 환경에서 유래해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인간
의 본성은 영적 본성의 완전한 흙으로 만들어진 형상이며,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나 땅의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 그것을 지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의 혜택
과 행복을 위해서 들어내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만큼만을 식별하는 능력과
성벽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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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영적 본성 중에 가장 높은 질서이며, 더구나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광대무변한가! 전경 안에 그가 그의 장대한 일의 얼마간을 우리 앞
에 지나가게 하실 때, 우리는 신의 지혜와 권능과 자애의 영광의 오직 일별만을 파
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인간성의 영광을 측량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사색을 마음에 분명히 두고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본성에서 영적 본성으로 변
화가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즉 같은 지능을 더 높은 상태로 이끌어줌으
로서 이해된다.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옷 입혀질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에 속하
는 하늘의 능력을 가질 것이며, 그것에 속하는 사려의 영역과 능력의 범위를 가질
것이다.
헌신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경험하는 세속적인 마음에서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되
는 변화는 본성의 변화의 시작이다. 본성의 변화는 두뇌의 변화도 아니며, 두뇌의
변화된 효과에 있어서 기적도 아니고, 변화된 것은 마음의 의지와 성벽이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은 우리의 개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이렇게 변
화될 때 우리는 변화되며 실제로 하늘에 속한 본성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
다. 진실로 이것은 오직 매우 작은 시작에 지나지 않으나,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됨
이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됨은 언제나 작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
이 완성된 일에 대해서 보증이나 확신이다.(엡 1:13,14)
어떤 사람들은 변화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알겠는가? 하고 묻는다. 그
러면 우리가 이 영광의 참여자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살고 고생하고 희생한, 같은
존재인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우리가 같은 의식 있는 존재일가? 아주 확실히, ‘네’
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살 것을 믿
습니다.(롬 6:8) 우리 인간 몸에 매일 일어나는 변화는 과거를 잊게 하거나, 우리의
본인임을▣ 잃게 하지 않는다.
이 사려들은 그 아들이 영적 상태에서 인간 상태- 인간의 본성과 지상의 제한로 변화되었을 때, 어떻게 그가 하나의 사람이었음을 이해하는 데에도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쌍방의 경우에 있어서 같은 존재이었지만, 첫째 상태 밑에서 그는
영적이었고, 둘째 상태 밑에서 그는 인간이었다. 왜냐하면 그 두 본성들은 분리되고
별개의 것이나, 그런데도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지능(기억력, 등)은 두 가지의
본성에 공통하므로 예수님은 그가 사람이 되기 전에 그의 이전에 누렸던 영광을 실
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아버지 곁에서 가졌던 영
광(영적 본성의 영광)으로 이제 저를 아버지 곁에서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우리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과학은 우리의 구성 원자에 있어서 매 7년마
다 완전한 변화를 목격한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약속하신 영적 몸의 변화는
기억력이나 본인임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나, 그들의 능력과 범위를 늘릴 것이다. 같은 기억
력과 같은 추론하는 능력, 등을 더불어 지금 우리의 것인, 같은 신의 마음은 그의 새 영적
몸과 조화되어 측정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로 확장된 신의 마음의 능력을 발견할 것이며,
기억력은 가장 초기의 인간의 유년기로부터 모든 우리의 생애를 추적할 것이다. 그래서 대
조로 우리는 우리의 희생의 영광스러운 보답을 완전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영적 본성의 형상이 아니라면 이것은 그 경우가 아닐 것이다.

별개의 본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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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라고 하신 그의 말씀이 증명하듯이, 그가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영적 본성
의 그 영광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의 영적 존재의 가장 높은 형태
인 신의 본성으로 지극히 높임을 받은 현재의 상태 안에서 대답되고도 남는다
바울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음 구절에서
유의 한다: 그는 ‘너희는 너희자신들을 이 세대를 본받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신의 닮음으로 변화하라’고 말하지 않고, “본받지 말고......도리어 변화를 받으십시
오.”라고 말한다.(롬 12:2). 이것은 잘 표현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자신이 본
받게 하거나 변화하게 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세상의 정신인 세속적인 영향으로
이 세대를 따라 본받도록 우리 자신 따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휘되는
하늘의 영향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거룩한 뜻 또는 성령)에 우리자신을
복종하게 하기 때문이다. 헌신한 여러분은 어떤 영향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변화시
키는 영향은 현재 희생과 고생으로 이끈다. 그러나 끝은 영광스럽다. 만일 당신이
이 변화하는 영향 밑에서 발전하고 있으면, 선하시고 받아드리실 만하며 완전한 하
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매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희생의 제단에 그들의 모든 것을 제공한 그러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명심하기 바
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에 속한 약속과 하늘에 속한 약속 두
가지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오직 후자만이 우리에게 속한다는 것.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있게 하라. 우리의 부르심은 영적
본성뿐이 아니라, 영에 속하는 가장 높은 질서인 신의 본성에 이르기 위함이다. “천
사들보다 뛰어나게 되는”(벧후 1:4, 히 1:4) 이 하늘의 소명은 복음시대로 제한되어
있다. 그것은 그 전에는 결코 없었으며, 복음시대 종말에 그것은 그칠 것이다.
땅의 부르심이 비록 불완전하게 이해되었지만, 그것은 하늘의 부르심에 앞서 있
었으며, 복음시대 이후에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생명(인간으로
회복된 사람들을 위한 것)과 불멸(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게 줄 상)이 둘 다
이 시대에 드러났다.(딛후 1:10) 인간의 본성과 영적 본성은 둘 다 그들의 완전한
상태에서 영광스러울 것이나, 여전히 분리되고 별개의 것일 것이다. 하나님의 완료
된 일의 영광에 속하는 중대한 면모는 아름다운 다양성일 것이나, 그러면서도 생물
과 무생물 모든 것 사이에 훌륭한 조화(서로 조화되며,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룰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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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교회

“시온아, 일어나서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일시에 외쳐 부르기 시작하라,
당신의 적을 파멸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한 찬미가 속함이다.
그대 하나님의 교회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높은 곳에서 빛이 비추기 때문이다,
너의 의상에서 흙과 먼지를 털어라,
너의 영광이 가까이 오고 있다.
“너를 땅위로 높이 올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쓰실 것이다,
그는 너의 비탄을 유쾌함으로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돌릴 것이다.
너 자신에게 빛나는 의상을 입히고,
너에게 청결한 의상을 입혀라.
너의 왕이 너를 인도하시리라
거룩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세 가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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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길
넓은 길, 좁은 길, 대로

-넓은 길은 멸망으로
-좁은 길은 생명으로
-생명이란 무엇인가?
-신의 본성
-신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과의 관계
-좁은 길의 최후에는 보답
-위로 부르심은 복음시대에 한정됐음
-좁은 길의 어려움과 위험들
-거룩한 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쪽으로 인도하는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 쪽으로 인도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마 7:13,14
Diaglott 번역)
“거기에 대로가 나서, 거룩한 길이라고 불릴 것이다. 더러운 자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 길로 걷는 자를 위하여 있을 것이며,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
서 서성거리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포식하는 들짐승도 그리로 올라
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그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며, 구속함을 얻은 사
람들이 그곳을 걸어가게 된다.”(사 35:8,9)
위의 성서들에서 이렇게 세 가지 길(“넓은 길”, “좁은 길”, “대로”)에 우리의 주의
를 이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이 길은 타락한 인류에게 가장 쉽기 때문에 넓은 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6천년
전에 멸망되도록 정죄된 죄인으로서 아담은 (그리고 인류는 그 안에서 상징되었음)
이 길을 걷기 시작하여, 9백 30년 후에 그 길의 끝(멸망)에 달했다. 해와 세기가
지나감에 따라 타락의 길은 더욱 더욱 평탄하게 닳아 해어져서, 인류는 더욱 재빨
리 멸망으로 달려갔다. 그 길은 죄와 더불어 나날이 더 윤이 나고, 더욱 미끄럽고
미끈거려 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이 더욱 미끄러워지고 있을 뿐이 아니라, 인류는
나날이 저항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간의 평균수명은 약 35세다. 지금 인간
은 첫 사람보다 9 백년이나 빠르게 그 길의 끝(멸망)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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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년 동안 인류는 넓은 타락의 길을 한결같이 쫓아갔다. 비교적 겨우 소수만이
그들의 행로를 바꾸고, 걸음을 다시 되돌려 회고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의 이렇
게 하려는 노력은 칭찬할만하고 유익한 결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모든 걸음
을 다시 하거나, 본래의 완벽에 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6천년 동안 죄와 죽음이
인류를 잔인하게 지배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몰았다. 그리고 복
음시대 까지 멸망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전 시대에는 희망의
빛이 전형과 그림자 안에 희미하게 보여, 비록 한 소수만이 그 빛을 기쁘게 환호하
여 맞고 좇아 행동했다 하더라도, 생명과 불멸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
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사도들이 구속과 죄의 용서와 더불어 일어나는 멸망에
서 부활의 좋은 소식을 선언한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딛후 1:10) 예수님과 사도
들의 가르침은 생명 -구세주의 공로와 희생에 근거한 모든 인류를 위한 생명으로
회복 -을 드러내며, 이것이 많은 구약성경 전형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들은 또한 복음교회에게 위로 부르심의 상인 불멸을 드러내고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서 달아나는 길이 좋은 소식을 통해서 밝혀졌다 하
더라도, 죄로 타락되고 대적(마귀)이 인간의 판단력을 잃게 하였기 때문에 인류의
대다수는 좋은 소식에 유념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생존하게 되는 상
태로 회복된다는 생명의 약속을 지금 감사하게 받아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길
이 열려져 있고, 이 길을 따라서 헌신한 신자들이 가면 그들은 인간적인 본성 이상
으로 더 높은 본성(영적 본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다. 이 새로
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왕 겸 제사장이라고 부르신“우리를 위해서 열어 주신 것입
니다”(히 10:20)

“좁은 길은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길의 좁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에 남아 있기를 차라리 좋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적습니다.”(마 7:14)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좁은 길과 그것의 위험과 어려움을 숙고하기 전에, 그것이 인도하는 끝인 생
명을 유의해 봅시다. 이미 본바와 같이, 생명은 인간의 단계보다 낮을 뿐이 아니라,
높은 단계의 여러 가지 단계에서 누릴 수 있다. 생명은 넓고 포괄적인 용어이나, 여
기서 우리의 주님께서 사용하신 생명은 신의 본성에 속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생명
인 불멸에 관한 것이다. 불멸은 상이다. 그것을 위해서 달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 하셨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자신 속에서 실감할 뿐이 아
니라, 낮은 동물과 식물 속에서까지도 그들의 작용을 보며, 더 높은 형태인 천사와
신의 속에 생명의 실재를 알게 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포괄적인 용어의 뜻
을 밝힐 수 있을까?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있는 생명의 비밀의 원천을 발견할 수 없다 해도, 신의 존
재인 여호와가 모든 생명의 대 원천이며, 그에게서 이 모든 샘들이 공급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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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리는 안전하게 추정할 수 있다. 모든 생물들은 그에게서 유래되며 생명을 위
해서 그에게 의존한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나 피조물에 있는 것이
나 다 같다. 그것은 한 활기를 돋우는 본질이고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재하는 본질이며, 피조물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원인에서 유래한
다. 그러므로 그는 생명의 원인이시거나, 창조자이시거나 원천이시다. 그러므로 어
떤 사람이 상상하듯이 피조물은 아무 점에서나 창조자의 본질이나 본성의 한 부분
이나 자손이 아니라, 생명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수공품이다.
신의 본성
신의 본성에서만 생명이 독립적이고, 무제한하고, 무진장하고, 언제나 연속적이며,
환경으로 생산되거나 지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 당연히 여호와께서 그
의 피조물의 생계를 위해서 그가 명하신 자연 법칙과 양식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우
리는 안다. 오직 신의 본성에만 관계되는 이 특성이 불멸이라는 용어로 묘사되어
있다. 전 장에서 보여준 것 같이 불멸은 사망의 면제를 의미하며, 따라서 병과 고통
의 면제를 의미한다. 불멸은 신성과 동어로 사용할 수 있다. 마치 태양에서 지구가
빛과 활력을 받는 것 같이, 신의 불멸 원천에서 모든 생명, 축복, 각양 좋은 은사,
및 온전한 선물이 나온다.
태양은 지구에 빛을 주는 대 원천이다. 모든 것을 조명하여 햇빛이 비추는 물체
의 본질에 따라서 빛의 색과 색조의 많은 다양성을 나게 한다. 금강석, 벽돌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유리에 비추는 그 같은 햇빛은 현저하게 다른 결과를 낳게 한다.
빛은 같으나, 그 빛이 비추는 물체들은 빛을 받아드리고 투과하는 능력에 있어서
다르다. 생명과도 그렇다. 생명은 모두 하나의 무진장한 원천에서 흘러나온다. 굴
(oyster)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벽돌이 많은 햇빛을 반사 할 수 없듯이, 굴의 유
기체의 본질은 많은 생명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생명의 더 높은 현시의 각각
인 짐승, 물고기와 조류 가운데서도 그와 같다. 햇빛 아래 여러 가지 종류의 유리같
이, 이 여러 가지 피조물은 그들의 유기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 그들이 소유하는
유기체의 활력을 다르게 나타낸다.
신의 본성과 인간 본성과의 관계
광택 있는 금강석은 빛을 잘 적응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그 자체 내부에 빛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으며, 그 자체가 마치 소규모의 태양처럼 보인다. “천사보다 조
금만 낮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 중에 하나인 사람도 그렇다. 인간은 하나님께
서 공급하시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생명을 받아드리고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아
주 웅대하게 창조되었고,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어떤 다른 지상의 피조물보다 더 웅대하였다. 이
것은 심은 생명력에 있어서 어떤 차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웅대한 유기체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금강석은 햇빛이 비치는 때를 제외하고는 빛을 반사할 수 없는 것
처럼 인간은 생명의 공급이 계속될 때만 생명을 소유하고 줄길 수 있다는 것을 상
기합시다. 인간은 고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가 생명의 원천이 아닌 것은
금강석이 빛의 원천이 아닌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무진장한 생
명의 공급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가
장 강한 증거들 중에 하나는 죄가 들어간 이래 죽음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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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에덴에서 생명을 지탱하는 나무들에 접근할 수 있게 준비하
시고, 지으신 사람을 두신 그 낙원은 먹기에 좋고 보기에도 탐스러운 “모든 (종류
의) 나무”가 풍부하게 공급될 것을 준비하셨다.(창 2:9,16,17) 먹기에 좋은 생명 나무
들 중에 한 나무는 금지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일시
금지하셨지만, 생명을 완전하게 지탱하는 나무들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게 그를 허
락하셨다. 그리고 그는 범죄 후에만 그 나무들과 분리되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죽
음의 처벌이 발효될 수 있었다.(창 3:22)
이렇게 인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계속되는 생명 공급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것은 마치 금강석의 미가 계속되는 햇빛 공급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 죄가 인
간에게서 살 권리를 빼앗았고, 생명나무 공급이 회수되자 보석(인간)이 광택과 아
름다움을 바로 잃기 시작하고, 마침내 살 권리는 그것의 마지막 자취를 무덤 속으
로 빼앗긴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옷 좀 나방이 먹어치우듯 없애버린다.(시 39:11)
빛을 회수하면 금강석이 그것의 아름다움과 광택을 잃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
에게서 공급을 회수하시면 인간은 생명을 잃는다. “땅의 사람이 숨(생명)을 거두면
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욥 14:10)
“자기 아들들이 존중히 여김을 받아도 그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욥 14:21) “네가 들어갈 곳인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전 9:10) 그러나 속죄물을 얻었고(욥 33:24), 그
구세주가 죽음의 처벌을 제공하였으므로, 보석의 아름다움이 회복하게 되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에 다시 창조자의 형상을 완전하게 반영하
게 된다.(말 4:2) 속죄제물인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입니다.”(요 5:28) 만물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첫째 회복
의 기회를 모두에게 줄 것이며, 구세주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인간 완벽의
달성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좁은 길의 최후에는 보답
그러나 이것은 좁은 길의 결과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보답이 아니다. 다른 성서에
서 우리가 배운 것은 다음과 같다: 좁은 길을 택하고 행하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보
답은 고유의 생명, 오직 신의 본성만 소유할 수 있는 최상의 정도인 생명인 “신의
본성”곧 불멸이다. 얼마나 대단한 희망인가! 감히 우리가 그러한 영광의 높이를 열
망할 수 있을까? 명확하고 명백한 초청이 없이는 확실히 어느 누구도 정당히 이렇
게 열망 할 수 없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6:14-16 에서 불멸의 본성이나 신의 본성은 원래 오직 신의 소유였다
는 것을 우리는 배운다. 기록된바, “그가(예수님이) 그의 때에(천년시대) 복되시고
홀로 능하시며 왕 중의 왕이시며 주중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라
는 것을 보이실 것이다”. 모든 다른 존재들, 천사, 인간, 짐승, 새, 물고기, 등은 각
각의 생명의 한계를 담고 있는 그릇에 지나지 않으며, 특성, 용량과 질에 있어서 창
조자께서 기뻐하신 대로 각각에게 주신 유기체에 따라서 모두가 다르다.

세 가지 길

139

그 위에, 우리는 다음을 배운다: 원래, 다만 홀로 불멸을 소유하신 여호와께서 그
의 아들 우리의 주님을 같은 신의 본성인 불멸의 본성으로,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
과 그러므로 그는 지금 아버지의 존재 자체의 정확한 표상이라는 것이다.(히 1:3)
그래서 기록되기를, “아버지께서 그 자신 안에 내재하는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그렇게 그는 아들에게도 그 자신 안에 내재하는 생명을 가지게 하셨습니다.”(요
5:26) 그 자신 안에 내재하는 생명, 곧 다른 원천에서 끌어당기거나 환경에 의존하
지 않고 독립적인 내존 하는 생명은 “불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이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부활 이래로 두 존재가 불멸의 존재이다. 더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 똑같은 제공을 복음시대에 선택하고 있는 어린양의 신부에게 주신다. 그럼에도
이름뿐인 교인인 큰 무리의 모두가 이 위대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적은
무리”의 이기는 자들만이 받을 것이다. 이 적은 무리는 불멸을 얻도록 달음질치는
(고전 9:24)자들이고, 주님의 발자취를 친밀히 따르는 자들이며, 주님처럼 죽기까지
라도 희생의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다. 이들은 부활 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
날 때, 신의 본성과 신의 형상을 가질 것이다. 이 불멸, 독립, 자존, 신의 본성은 좁
은 길이 받도록 인도해주는 바로 그 생명이다.
이 계급은 무덤에서 인간의 존재로 일어나게 되어있지 않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육적인 몸을 무덤 속에 뿌렸을지라도, 영적인 몸으로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과(고전
15:44) 이 모두가 “변화” 될 것이라는 것과(고전 15:52) 그들이 한 때 인간 본성인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녀온 것 같이, 하늘에 속한 그의 형상을 지닐 것이라는
것(고전 15:49)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
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적 몸이 무엇인지, 그러나 “언제든지 그가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요일 3:2) 그리고 “드러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골 1:27, 고후 4:17, 요 17:22, 벧전 5:10, 살후 2:14)
위로 부르심은 복음시대에 한정됐음
본성의 변화를 받게 하기 위한 위로 부르심은 유일하게 복음시대에만 제한되어
있을 뿐이 아니라, 이 시대의 유일한 제공이다. 그러므로 이 장의 초두에서 인용한
우리 주님의 말씀(마 7:13,14)은 지금 제공된 유일한 상으로 인도하는 길에 있지 않
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다. 좁은 길에 있지 않
은 모든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넓은 길에 있다. 오직 좁은 길을 걷는 이들만이 세
상에 내린 정죄를 아직까지 면했다. 지금 열려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유일한
길은 그 노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극히 소수이다. 나약해진 인
류의 대부분은 자기욕구충족의 넓고 쉬운 길을 더 좋아한다.
좁은 길은 생명, 불멸로 끝나지만, 그 길을 택함으로 받는 상이 죽기까지 인간 본
성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죽음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생명
으로 인도하는 죽음과 같은 좁은 길이다. 아담의 죄와 죽음의 처벌에서 해방된 것
으로 간주되었으므로, 헌신한 사람들은 기약이 이르면 그들이 일반적으로 세상과
함께 실제로 받았을 그들의 간주된 인간 권리들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희생한
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버리시고 희생하신 것
처럼 이들도 그와 함께 공동 희생자들이 된다. 그의 희생이 불충분하여 다른 사람
들의 희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의 희생이 아주 충분하지만 이들은 그의 신부
겸,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와 더불어 봉사하고 희생하게 허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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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음의 정죄 아래 있고 아담과 함께 죽어가고 있지만, 이 “적
은 무리”는 이미 설명한 믿음의 보답과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
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와 함께 신의 본성과 영광의 참여자가 되기 위하여 인간
의 존재로서 그와 함께 희생하고 죽는다.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다면 우리도
역시 확실히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도
역시 함께 하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란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딛후
2:11,12 그리고 롬 8:17)
천년시대 시초에, 지금 좁은 길에서 걷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기 위해서 달린 그
위대한 상인 불멸함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신의 본성과 권세를 부여받았으므로,
그들은 그 시대에 세상을 회복하고 축복하는 위대한 일을 위해서 대비될 것이다.
복음시대의 끝맺음과 동시에 불멸로 인도하는 좁은 길은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좁
은 길은 “적은 무리”를 시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인데, “적은 무리”의 선
택이 완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받아들일 만한 (그리스어, dekos -고후
6:2) 때”, 즉 그 동안에 예수님의 공로 안에 들어오고, 그와 함께 죽게 되는(딛후
2:11) 희생자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때이다. 아담의 처
벌에서 온 죽음은 영구히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 죽음은 천년시대에 전폐될 것
이다. 희생물로 죽는 죽음은 오직 복음시대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보답될 것이
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생명을 얻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은 오직 “새로운 피조물”
로서만 이다. 그리고 오직 인간 존재로서만 우리는 희생물로서 죽기까지 헌신한다.
만일 인간 피조물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새로운 존재인 영적 존
재들로서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롬 6:8)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곧
변화된 마음은 그 새 본성의 싹틈이다.
좁은 길의 어려움과 위험들
새로운 생명은 쉽게 질식될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확신하기를, 진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산다면 반드시 죽
을 것이다.(우리의 생명을 잃음) 그러나 영으로 육체의 행위(인간 본성의 성벽)를
죽이면 우리는(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롬 8:13,14)고 했다. 이것이 모든 헌신한 사람들에게
는 최고로 중요한 생각이다. 만일 우리가 인간 본성을 희생하기로 하나님과 서약하
고, 만일 그 희생을 그가 받으셨다면, 그것을 취소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익한 것
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께 지금 죽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결코 되살아나
지 않게 실제로 죽어야한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살도록 되돌아감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전부는 그 새 영적 본성을 희생하여 얻어지는 약간의 육신의 만족이다.
그러나 상을 열망하고, 성령으로 태어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세상의 유혹들,
육신의 욕망들이나 마귀의 술책 때문에 부분적으로 압도되어 있다. 그들은 우리 앞
에 놓인 상을 부분적으로 잊고, 하나님의 총애와 세상의 총애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운데 길을 걸으려고 시도한다. 이것은 “세상과 벗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스
로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임”(약 4:4)과 상을 위해서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것과 서로 영광을 받아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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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영광만을 구하라(요일 2:15, 요 5:44)는 권고를 그들이 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상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떠나지 않고 서약을 경히 여기는 이들
은 채찍질과 연단으로 깨끗함을 받는다. 그 사도가 그것을 표현하듯이 그런 사람을
육체의 멸망을 위하여 사탄에게 넘겨주어, 영(새로 성령으로 태어난 본성)이 주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고전 5:5) 그리고 만일 징계로 올바른 훈련을 받으
면, 그 사람들은 마침내 영적 상태로 받아질 것이다. 그들은 천사들이 가진 것 같
이, 영구한 영적 생존을 가질 것이나, 불멸의 상을 잃을 것이다. 그들은 그의 성전
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그들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게 될 것이다.(계 7:9-17) 그러나 그것이 영광스러울 것일지라도 이기는 자의 “적
은 무리”의 위치만큼 영광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
겸 제사장이 될 것이며, 그의 신부로서 그와 함께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
에 앉게 될 것이며, 그와 함께 불멸의 왕관을 쓰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것은 험악하고 험준한 좁은 길이며, 여행의 각기 잇따른 걸음을 위해서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의 말씀으로 격려된다.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권능은 약한 가운데서 완전해 지기 때문이다.(요 16:33, 고후
12:9) 이 길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을 신성하게 하고 순화하기 위해 하나의 분리
하는 원칙으로서 역할 하게 된다.(롬 8:17, 벧전 2:9) 이 일들을 생각하여, 우리가 믿
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며, “영광의 면류관”(불멸, 신의 본성)을 굳건히 잡으면서,
적절한 때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도록 은혜의 보
좌에 담대히 가까이 가도록 합시다.(딛전 6:12, 딛후 4:8, 벧전 5:4, 히 4:16)

거룩한 대로

복음시대의 특별한 희망은 매우 뛰어나게 영광스러우면서도 그 희망으로 인도하
는 길이 대응하게 어렵기 때문에 좁고, 한 걸음마다 고난과 위험에 에워싸여 있어
서 소수만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의 여정 끝에 위대한 상을 받을 수 있지만, 다
가오는 시대에 있는 일들의 새 질서는 완전히 다르다. 다른 희망이 약속되어있기
때문에 그 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다르다. 불멸로 인도하는 길은 여느 때 같으면
합법적이고 타당한 희망, 야망과 욕구의 희생(인간 본성의 영원한 희생)을 요구한
길이었다. 그러나 세상의 희망인 인간의 완벽과 회복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죄를
버리는 것만을 요구하며, 인간의 권리와 특권의 희생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들의 적
당한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 그것은 개인의 청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아담
이 누리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실제로 인간의 완벽으로 돌아가는 길은 매우 분명하고 쉽다. 매우 분명하기 때문
에 아무도 그 길을 잘못 알 수 없다.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길로 걷는 사람과
그 길에 생소한 그들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사 35:8 - Leeser)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이웃사람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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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
다.(렘 31:34) 소수의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좁을 길인 대신에, 그 길을 공공의 도
로, “대로”라고 부른다. 좁고, 가파르고, 험하고, 어렵고, 에워싸인 샛길이 아니라, 쉬
운 여행을 위해서 특별히 대비된 길이다. 여행자들의 편리와 편함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되었다. 이사야 35장의 8절과 9절은 그것이 공공의 길이며 구속함을 입은 자들
모두에게 열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 귀중한 피로 사신 기회와 축복들을 인정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거룩함
의 대로에서 인간의 완벽과 영생과 완전 회복의 웅대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들은 의롭다고 인정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성하고 완벽하다
고 간주된 신분으로 인정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거룩함의 대로에서 시작하였으면,
그들은 그 후 즉시 노력과 복종의 결과로 실제의 완벽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고,
그 때에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구세주가 모든 것을 노력하고 복종하기에 유리하
게 만들어 줄 것이다. 새 왕국의 지혜롭고 완전한 행정이 각 개인을 그의 필요에
따라서 조력해 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이 나겠지만, 이것은 속죄물의 정당
한 결과이다. 우리의 주님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물로 주시고, 모두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실제의 완벽에 달하기를 원하신
다. 그렇다면, 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훌륭하고 넓은 대로를 즉시 만들어 주시
지 않는가? 왜 그가 그 걸림돌, 함정, 유혹을 제거하시지 않는가? 왜 그 길을 찾기
어렵게 좁고, 험하고, 고통스러우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에 더 한층 어려운 길을
만드시는 대신에, 그가 죄인을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로 돌아가게 돕지 아니하시는
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함과 현재의 좁은 길은 특별한 상으로 인도하
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 상속자의 적은 무리의 시험과 선택을 위한 것이라는 것과
몸은 선택되어 그들의 머리와 함께 극히 높여질 때 모든 민족을 축복할 것임을 깨
닫지 못함이 그 주제가 어떤 사람들을 매우 혼동된 관념으로 이끌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거룩함의 대로(생명으로 인도하는 쉬운
길)를 지금 시대에 그러한 길은 존재도하지 않은 때 전도하려고 하며, 그들은 사실
들과 성서를 그들의 틀린 논리와 맞게 하려고 문제를 혼동하고 타협한다.
곧 열리게 될 대로에서는 오직 죄 있는 것들만 금지될 것이다. 그런데 좁은 길을
통과하는 그들은 그 자신들을 부인하고, 얽매는 죄들에 대비하여 계속 싸울 뿐이
아니라, 죄가 아닌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한다. 이것이 희생의 통로다. 이에 비해,
오는 시대의 통로는 의의 대로이다.
그 대로에 대해서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포식하는 들짐승도 그리로 올라가지 않
을 것이다. 거기에 그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상징적인 언어로 의미
있게 진술 되어있다.(사 35:9) 죄 많은 길들을 기꺼이 버리고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들의 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무서운 사자들이 있는가! 타락된 여론의 사자가 있
다. 이는 의복, 가정과 사업제도, 등 일상생활 관계의 일에 양심의 명령을 과감히
순종해 보려는 것에서 많은 사람을 단념하게 한다. 폭음으로 유혹하는 사자도 있다.
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폭음이 제거되기를 기꺼이 생각하는 것을 방해한다. 금주
가들과 절제 노력가들은 오직 다음 시대의 권능과 권세로서만이 제거할 수 있는 그
들의 손에 있는 엄청나게 큰 임무를 지금 발견한다. 그리고 도덕상의 개혁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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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다른 훌륭한 노력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포식하는 들
짐승도 그리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은 일반의 이익의 비용으로 이기적인
개인의 이익을 진척하기 위하여 조직된 거대한 주식회사들이 관용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나의 거룩한 산(오는 왕국) 모든 곳에서 해를 입히지도 파괴하지도 않을
것이다.”(사 11:9) 사악, 등의 성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
을 지라도, 지금 이 시대의 좁은 길과 비교하면 그것은 아직도 쉬운 길일 것이다.
돌들(걸림돌)이 모두 치워질 것이며, 진리의 기준이 사람들을 위하여 높여질 것이
다.(사 62:10) 무지함과 미신은 지나간 일이 될 것이다. 의로운 자는 당연한 보답
을 받는가 하면, 악한 자는 당연한 응분의 벌을 받을 것이다.(말 3:15,18) 돌아온
방탕아처럼 인류는 건전한 징계와 알맞은 격려와 분명한 교훈으로 조상 아담이 타
락한데서 장려한 완벽에 이르기까지 훈련과 단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며(멸망에서 거룩함의 장
려한 대로로) .....노래와 영구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환희
와 기쁨을 얻을 것이며 비탄과 한숨은 달아나게 된다.”(사 35:10) 우리 주님은 이
길들 중에 오직 두 길에 대해서만 언급하셨다. 왜냐하면 셋 째 길은 아직 열리기에
적합한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기쁜 소식을 알리실 때, “여러분이 방금
들은 이 성구가 오늘 성취되었다.”라고(눅 4:21) 그가 말씀하셨으나, 그 당시 적합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생략하여 언급하심과 같다.(눅
4:19과 사 61:2를 비교할 것) 그러나 지금 좁은 길이 종결에 가까이 이르고 있을 때,
장려한 의의 대로가 여명기의 빛 가운데 더욱 더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발견한 것은 “넓은 길”이다. 즉 현재에 인류의 대부분이 “이 세상
의 통치자” 때문에 미혹되고, 악용된 취미로 인도되어 그 길을 걷고 있다. 넓은 길
이 열렸으며, 우리 인류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넓은 길에서 그 길의
무모한 진로를 시작하였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응하는 속죄물로 주시고, “넓은
길”이 인도하는 멸망에서 모두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거룩함의 대로”를 열게
되어있다. 거룩함의 대로는 그의 귀중한 피로 사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특정한 때에 이용할 수 있으며, 걷기 쉬울 것이다. 그 위에, 같은 귀중한 피의 공로
로 열린 현재의 “좁은 길”은 특별한 상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길이며, 이 좁은 길은
신의 본성의 참여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곧 드러날 영광의 왕국에
서 주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선택하고 있는 그들을 위한
시험과 단련으로서 특별히 좁고 어려운 길로 만들어있다. 이 희망을 가진(이 상을
보는) 사람들은 모든 다른 희망을 비교적으로 손실과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빌 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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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대에 관한 계획을 묘사하는
도표의 설명
-여러 시대
-수확
-실제의 신분과 간주된 신분의 단계
-우리 주 예수님의 진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의 진로
-이름뿐인 교회 안에 세 계급
-수확의 분리
-하늘의 영광을 받은 기름부음을 받은 계급
-큰 환난의 계급
-잡초는 태워버려짐
-세상은 축복을

받음

-결과는 영광스러움

여러 시대
이 책 뒤에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묘사하는 접힌 도표가 붙여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진보적인 성질과 인간본성에서 신의 본성으로 완전한 “변화”를 달성하게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모두 마땅히 취해야 하는 진보적인 단계를 눈으로 익혀 이해하는데 도우려고 우리는 추구하였다.
첫째, 우리는 A, B, C 세 가지 대 경륜에 관한 개관을 고찰한다. 이들 중 첫 번째 경륜 A는 인간의
창조에서 노아 홍수 때까지 지속되고, 두 번째 경륜 B는 노아 홍수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의
천년통치의 시작까지, 세 번째 경륜 C는 “지정된 때의 기한이 찼을 때에 있을 경륜”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부터 “다가오는 여러 시대”를 거쳐 지속된다.(엡 1:10; 2:7)
이 세 가지의 대 경륜은 성서에서 종종 언급되어 있다. A는 “있던 세상”이라고 부르고(벧후 3:6) B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부르시고(요 12:31) 바울은 “현재 사악한 세상”(갈 1:4)
베드로는 “지금 있는 세상”이라고 각기 부른다.(벧후 3:7) C는 현재 사악한 세상과는 현저히 달라서,
“거기에는 의가 깃들여 있을 오게 될 세상”이라고 부른다.(히 2:5; 벧후 3:13) 지금은 사악이 통치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한편, 오게 될 세상에서는 이 질서가 번복될 것이다. 곧 의가 통치하고 악행
자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며, 마침내 모든 사악은 파멸될 것이다.
이 각 세 가지의 대 경륜(획기적 시대나 “세상”)들에 있어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독특하고
분리된 윤곽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각기는 하나의 큰 계획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서, 따로따로
고려되면 이 부분들이 그것들의 깊은 계획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완성되면 신의 지혜를 드러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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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첫 “세상” (“있던 세상”/첫째 대 경륜)
그 첫
주님께서
추정된다.
그는 노아

“세상”(“하늘들과 땅”이나 그 사태의 질서)이 노아 홍수 때 사라졌으므로, 그것은 우리
사탄이 통치자라고 하신 “이 현재 사악한 세상”과는 다른 질서였음이 틀림없으리라고
그러므로 이 현재 사악한 세상의 통치자가 노아 홍수 전에 영향이 없던 것은 아닐 지라도,
홍수전에 “있던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었다. 몇 성서들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빛을 던져주고 있으며, 그래서 그의 계획의 전모에 분명한 통찰력을 준다. 이 성서로 비췬 견해는 다음과
같다: 노아 홍수전의 첫 “세상”(첫 경륜)은 천사들의 지휘와 특별한 직무 아래 있었으며, 천사들로
하여금 영락하고 타락된 인류를 회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들은 그것을 해 보기를 열망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관심이
피조물을 보고 노래하고 기뻐 외치는데서 명백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욥 38:7)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천사들이 그 첫 획기적 시대의 허락된 통치자들이었다는 것이 그 기간에 대한 모든 참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현재 경륜을 과거와 미래와 대비하면서 그가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히 2:5)고한 언급에서 그것을 합당하게 추단 할 수 있다. 아니다.
장차 오는 세상은 주 예수님과 그의 공동상속자의 지배 밑에 있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현재
사악한 세상”의 것 보다 더 의로운 행정일 뿐이 아니라, “천사들의 직무” 밑에 있던 첫 세상(첫
경륜)의 것보다도 더 성공적일 것이다. 천사들이 인류를 개심시키기에 무능력함이 다음 사실로서
명백해졌다: 인간의 사악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와 의분으로 여덟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의 모든 인류를 홍수로 멸망케 하실 정도였다는 것.(창 7:13)
B는 “현재 사악한 세상” (둘째 대 경륜)
“현재 사악한 세상” 동안 인간이 스스로 통치해보게 묵인되어있다. 그러나 타락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의 지배 밑에 있어서, 노아 홍수에서 현재까지 긴 기간 동안에, 그 사탄의
간계와 술책에 대비하여 자치를 성취하려고 한 노력들이 허사가 되였다. 사탄의 지배 밑에
시도해본 통치는 세상에 일찍이 일어난 적이 없던 가장 큰 환난의 때에 끝나게 되어있다. 그래서
인류를 구하려는 천사들의 능력의 무익함뿐이 아니라, 만족한 상태에 도달하려는 인간 자신의

비밀한
인간이
이같이
노력의

무익함이 증명될 것이다.
두 번째 대 경륜, B는 세 가지 독특한 시대(D,E,F)로 구성되어있다. 이 각각은 진보적인 단계로서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위로 향하고 앞으로 인도한다.
1. D는 “조상의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특별히 관계하신
시대이다.
2. E는 “유대 시대” -야곱의 죽음 뒤에 오는 기간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자손들을 그의
특별한 책임(“그의 백성”)으로 다루신 기간이다. 이들에게 그는 특별한 은혜를 나타내셨으며, “내가
땅의 모든 가족 중에 너희만 알았다(총애를 더불어 인정했다)”라고 선언 하셨다.(암 3:2) 이들은 한
민족으로 그리스도 교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 성”의 전형이었다.(벧전 2:9) 그들에게
하신 약속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더 나은 약속”의 전형이었다. 광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
그들의 여행은 우리가 죄의 광야를 통해서 하늘의 가나안까지 가는 여행의 전형이었다. 그들의 제사는
실제가 아니라, 전형적으로 그들을 의롭다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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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숫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히 10:4) 그러나 복음시대, F에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지는 “더 나은 제물”(히 9:23)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는 “왕 겸 제사장”이 있다. 이는 으뜸가는 지도자이시며 “우리가 선언하는 대제사장”(히
3:1)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신들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복음시대에 우리는 유대인 시대와 그 시대의 의식과 법적 요구들이
그림자였던 것의 실제를 발견한다.(히 10:1)
3. F는 “복음시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나오는 기간이며, 생명의
면류관과 그의 부르심과 조건에 순종함으로서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매우 위대하고
귀중한 약속들이 믿음으로 보이는 기간이다.(벧후 1:4) 사악은 아직도 세상을 통치(지배)하도록 묵인되고
있다. 그래서 사악에 접촉으로 그들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그것에
겸한 특권과 축복을 더불어 포기하고 그들이 부활할 때 주의 형상이 되기에 합당하다고 간주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죽음에 일치하고 있는 산 제물로 드리려는지 아닌지를 시험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빌 3:10; 시 17:15)
C는 “다가 올 여러 시대” (셋째 대 경륜)
대 경륜 C는 많은 “다가 올 여러 시대”(G,H)로 구성 되어있다.
1. G는 “천년시대”, 이들 중 첫 번 것이다. 이 시대에 관해서만 우리가 어떤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유일한 시대이다. 그 기간은 일천년이다. 그 기간에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통치를 통하여 땅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바 만유의 회복”(행 3:19-21)을 성취할
것이다. 그 시대에 죄와 죽음이 영구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적을 그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왕으로 통치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 적으로서 죽음(아담의 죄로 온 죽음)이 없어질
것입니다.”(고전 15:25,26) 그 시대는 장려한 재건의 기간이다. 그 통치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들은 그가 약속하신 바와 같이 교회, 그의 신부, 그의 몸일 것이다. 이르시기를, “이기는 사람은 마치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왕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게 하겠다.”(계
3:21)라고 하셨다.
2. H는 “다가올 여러 시대” -장려한 재건의 기간 다음에 온다. 이 시대는 완전함과 축복과 행복의
시대가 된다. 이 시대의 일에 관해서는 성서들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먼 시일을 앞둔 지금으로서는, 그
다가올 여러 시대가 신의 은혜아래 영광과 축복의 시대일 것임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수확
각 경륜에는 각 경륜의 일의 시작과 발전을 위하는 독특한 시기가 있으며, 각 경륜은 각 경륜의 결실을
나타내는 수확으로 끝난다. 유대인 시대 끝에 수확은 40년의 기간이었다. 예수님께서 A. D. 29에
하나님에게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뒤 곧(행 10:37,38) 예수님의 성직에서 시작하여 A. D. 70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 수확기간에 유대인 시대가 끝나고 복음시대가 시작 됐다. 접힌
도표 안에 표현되었듯이 이 경륜들은 겹친 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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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시대는 3년 반 동안 전도직무를 하신 끝에, 주님께서 “보시오! 당신들의 집이 당신들에게로
버린바 될 것이오.”라고 말씀하시며 그 백성을 배척하셨을 때 끝났다.(마 23:38) 그러나 이 후, 그들에
대한 칠십 주(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겔 4:6)의 총애에 관한 예언자의 선언(단 9:24-27)과 일치하여
복음소명을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제한함으로서 그들에게 총애를 보여주었다. 그 칠십 주의 마지막 한
주의 절반(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겔 4:6)이 지날 때에 메시아가 끊어질(죽을) 것이나,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전 15:3)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주의 절반이 지날 때에- 유대인 총애의 칠십 주 계약의
만료 전 3년 반 때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한 것이다. 참 희생의 제물이 자기를 바칠 때 여호와께서
물론 전형의 것을 다시는 인정하실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한 의미에서 유대인 시대는 칠십 째 주 끝(십자가의 수난 후 3년 반만)에 끝나고, 그 후에
복음이 고넬리우스(Cornelius)로 시작하여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도되었다.(행 10:45)
이것으로 유대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총애와 유대인 교회의 인정에 관한 한,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
그들의 국가적인 존재는 그 후에 따른 큰 환난의 때에 끝났다.
그 유대인 시대의 수확기에 복음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대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머리와
몸)를 부르시고, 발전시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 시대는 영적 경륜이다. 그러므로 복음시대는
예수님이 침례 때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때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이 타당하다.(행
10:38; 눅 3:22; 4:1,18) 그의 몸인 교회에 관하여는 3년 반 후에 시작되었다.
“수확”은 복음시대를 끝내는 기간도 포함한다. 이 수확기에, 두 시대- 끝나 가는 복음시대와
시작하는 회복시대(천년시대)- 의 겹침이 다시 있다. 복음시대는 모형적 표상(“그림자”)인 유대인
시대가 끝났을 때처럼 여러 단계로 끝난다. 유대인 시대 수확기의 첫 일곱 해가 육적 이스라엘에서 육적
이스라엘을 위한 일에 특별한 의미에서 바쳐지고, 그 일곱 해가 총애 시대였던 바와 같이, 복음시대
수확기에 복음 교회에도 같은 의의를 가진 것으로 지적된 유사한 칠 년이 있으며, 그 다음에 사악의
처벌과 의의 통치를 위한 예비로서 세상에 있는 환난(“불”) 기간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에 관해 더 다시 설명함.

영광으로 이르는 길

실제의 신분과 간주된 신분의 단계
K, L, M, N, P, R, 각각은 다른 단계를 표시한다. N은 완벽한 인간성의 단계이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이 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불순종의 순간부터 그는 타락한(죄 있는) R 단계로 떨어졌다. 그 단계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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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연구 12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해당한다.

P는 율법의 동물제사로 발효된 전형적으로 의롭다고 간주된 단계이다. 그것은 실
제적인 완벽함이 아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히 7:19)는 말
씀 때문이다.
N은 완벽한 사람인 아담의 위치였던 인간 완벽의 단계뿐이 아니라, 의롭다고 간
주된 사람들의 위치의 단계도 표시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전 15:3) 그래서 그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 곧
그의 완전하고 완성된 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롬
3:26) 받아드리는 모든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마치 완벽한 인간처럼 마치 그들이
죄를 지어 본적이 없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
에는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속자로 받아드리는 모든 사람은 인간 완벽의 단계인 N
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으로만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거나 그와
어떤 영적 친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입장이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 아들(인간 아들들)이라고 부르신다. 따라서 아담은 한 아들이며(눅 3:38) 그가
불순종하기 전에 친교를 가졌다. 우리 주 예수님의 완성된 속죄물로 해방을 받아드
리는 사람은 모두 원래의 순결로 회복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
께 우정이나 친교를 갖는다.
복음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인간에게 어떤 조건에서 본성의 변
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은 이 땅의 인간이 됨을 그치고, 그들의 구세주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의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시면서 특별한 제공을
하셨다. 어떤 신자들(의롭다고 인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죄의 용서함을 믿는데서 오
는 기쁨과 평화로 만족해 있어, 더 높이 올라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무시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속죄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느끼어(고전 6:19,20)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말한다.(사도행전 9:6) 그러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을 통해서 주님의 해답이 있다. “형제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동정심으로 여러분에
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 있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으
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분별 있는 신성한 봉사입니다.”(롬 12:1)
우리 자신들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의미하
는 것일 까? 그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능력과 재주를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여 이제부터 우리는 자기나, 친구나, 가족이나, 세상이나, 그밖에 아무
것이든 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귀중한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에게 순종하는 봉사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거나 불완전한 전형적 동물제사들을 받아드리시지
않으시며, 우리 모두는 아담을 통해서 죄인들인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은 보여주기를, 그것은 오직 우리가 거룩하
기 때문에 받으실 만한 희생의 제물이 된다고 한다. 우리는 죄를 알지 못했던 예수
님 같이 거룩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죄된 인류이고, 우리가 행위의 완벽에
달하는데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목표인 완벽에 달하였다고 보지도 않고, 아직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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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성공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물을 (깨지기 쉽고 새기 쉬
운) 질그릇에 가지고 있으므로, 궁극적인 완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줄 수 있다.(고후 4:7) 그러나 우리의 거
룩함과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함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친절하게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실
에서 온다.
이 부르심을 감사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치욕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입은 것을 기뻐하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고후 4:18) 곧 “생명의 면류관”(계 2:10)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 생명의
면류관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위로 부르심의 상”(빌 3:14)이고 “나타
나게 될 영광”(벧전 5:1)이다. 이들은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부터 다
시는 인간으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낳았다고 간주된다.
곧 다시는 인간이 아니라, 그때부터 영적 자녀들로 여긴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처
음에 믿은 때보다 그 상(the prize)에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존재는 아직 불완전하다. 그들은 단지 영적으로 태아 일뿐, 아직 성령으로 낳지 않
았다. 영적 태아, 즉 영적 유아들이다.
M 단계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단계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그들은 이잰
인간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 간주한다. 이것은 한때 그들의 것이었지만, 일단 의롭
다고 인정된 인간본성을 그들이 이제는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서 받으실 만한하며 받으신 산 제물로 쏟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낡은 것들(인간의 희망, 의지, 야망)은 사라지고 모
든 것이 새로워 졌다. “하나님의 영이 참으로 여러분 안에 머물면, 여러분은 육체가
아니라, 영과 조화를 이룹니다.”(고후 5:17; 롬 8:9) 만일 당신이 성령으로 태어나
면 “여러분은(인간존재로서)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졌다.”(골 3:3)
L 단계는 영적 탄생, 완전한 영적 존재의 상태를 표시한다. 그러나 L 단계에 이
를 수 있기 전에 우리 서약의 조건들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가 모든 인간사에 대해
서 죽겠습니다고 하나님과 서약하는 것은 첫 단계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상의
생애를 통하여 그 서약을 실행하는 것은 더 나아간 단계이다. 후자는 내가 내 “몸을
연달아 쳐서 순종케”(죽은 것으로)하고 우리 자신의 의지를 물리치며 오직 주님의
뜻만을 실행하는 것이다.(고전 9:27) L 단계에 입장함은 탄생(영적 존재로서 완전
한 입장)이라고 부른다. 교회 전체는 “수확”때(복음시대의 끝)에 세상에서 거두어
질(선택될) 때에 이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
어날 것이다.” 그 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즉 그리스
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을 가진 완전해진 영적 존재로 될 것이다. “이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이 불멸성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살전 4:16, 고전 15:51,52,53) 그
러면 온전한 것이 도래할 때, 부분적인 것은 그칠 것이다. 즉 우리가 지금 지배되어
있는 육체의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가 끝나고 영적 존재로
될 것이다. 그러나 영적 존재의 완벽을 넘어서 취하게 되는 아직 더 한가지의 단계,
K 단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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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단계는 “나타날 열광”, 신의 영광과 지위의 권능을 표시한다. 사람의 영광이 아
니라, 권능과 지위의 영광을 우리가 언급한다. L 단계에 달함은 최고의 개인의 영
광을 초래한다. 즉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완벽해지고, 완전히 우리의 주님과 머리가 되시는 그와 같이 된 후, 우리는 권능과
지위의 “영광” 안에서 그와 함께 연합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그와 함께 그의 왕좌
에 앉게 된다. 이것은 마치 그가 부활 때 완전하게 된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
신 분의 오른편으로 높여진 것과 같다.(계 3:21; 히 1:3) 이렇게 우리는 영구한 영
광인 K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접힌 도표를 면밀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의 여러 가지 면모들의 삽화
들을 주목해 봅시다. 이 삽화들에서, 완벽을 표시하기 위하여 피라미드(Pyramid) 형
태를 우리는 사용한다. 이것은 그것의 적절함과 성서에 그것의 분명한 참조가 있기
때문이다.
a 피라미드(완전한 형태)는 완벽한 존재였든 아담을 표시한다. 그것의 위치가 인
간의 완벽을 표시하는 N 단계에 있는 것을 주목 해 보십시오.
b 피라미드(꼭대기가 없는 불완전한 형태)는 타락한 아담과 타락하고 죄 많고, 정
죄된 그의 후세를 표시한다. 그래서 그것의 위치는 죄(완벽하지 않음, 타락)의 단계
인 R 단계에 있다.
c 피라미드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정을 맺도록 의롭다고 간주된 아브라함과
그 당시의 다른 사람들을 표시한다. 그것의 위치는 역시 N 단계에 있다. 아브라함
은 타락한 인간 가족의 구성원이었으며, 날 때부터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R 단계에
속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간주 곧 하나님
께서 그의 믿음 때문에 죄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셨다고 했다. 이것이 하나님
의 평가로 아브라함을 타락한 죄 많은 인간 세상보다 높이 N 단계로 올렸다. 그래
서 실제로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를 아담이 잃은 총애로 받아들이셨다. 즉 “벗”
(약 2:23)으로서 하나님과 친교를 갖게 되었다. 완벽한(죄 없는) N 단계에 있는 모
두는 하나님의 벗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벗이다. 그러나 R 단계에 있는 죄인들은 하
나님과 적(“사악한 일을 통한 적”)이 된다.
d 형태는 노아 홍수 이후 세상의 인류를 표시한다. 그것의 위치는 여전히 R 단계
에 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적이 되어있으며, 복음교회의 선택이 끝나고 천년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R 단계에서 계속된다.
e 피라미드(꼭대기가 없는 불완전한 형태)는 한 국가로서 전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육적 이스라엘”을 표시한다. 유대 시대에 숫소와 염소의 전형적인 제사가
그들을 깨끗하게- 실제가 아니고 전형적으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기
때문에”(히 7:19)- 할 때,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전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의 위치는 전형적인 의롭다고 인정된 단계인 P 단계에 있다. 이 단계
는 시나이(Sinai) 산에서 율법을 준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을 끝낼 때까지 지속된다. 전형적인 의로 인정됨은 유대인 전형의 제물보다 “더
나은 제물”의 설정으로 끝났다.(히 10:1) “더 나은 제물”은 “세상의 죄를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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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실제로 완전하게 한다.”
f 형태는 유대인 수확기에 이스라엘의 환난의 날을 표시한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에 그들을 키질하셔, 이름뿐인 교회에서 밀 곧 “참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 내오시
고, 특별히 밀을 분리하신 후에 그가 “겨(그 체계의 찌꺼기 부분)를 끌 수 없는 불
로 태울” 때, 육적 이스라엘이 경험한 시련의 불을 f 형태로 삽화를 넣었다. 그것은
그들이 피하기에 무력했던 환난의 날이었다.(눅 3:17, 21:22; 살전 2:16)
우리 주 예수님의 진로
g 피라미드는 나이 30세에 완벽하신 인간 예수님을 표시한다. 영적 상태의 영광
을 떠나셔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후 나이 30세에 완벽하시고 성숙하신 인간 예수님을 표시한다. 하나님
율법의 공정은 절대적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다.
(신 19:21) 한 완벽한 사람이 인류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 필요했다. 이것은 공
정의 요구가 다른 길로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사의 죽음이 죄 값을 치르고
인간을 해방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 없는 숫소와 염소의 죽
음”(히 10:4,11)이 죄 값을 치르고 인간을 해방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
나님의 창조의 시작”(계 3:14)이라고 불리는 그가 인류를 구속할 그 속죄물(대응하
는 대가)로 주기 위하여 한 사람이 되었다. 곧 "육신이 되었다"
그는 한 완벽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타락된 인류의 한 일원
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거룩하고 악의가 없고 더럽혀지지 않았고 죄인들과 구별되었다.”(히
7:26) 그는 죄인들이 가진 같은 모양(“죄 많은 육체를 닮은 모양”) 곧 인간 닮음을
취했다.(롬 8:3; 빌 2:7) 그러나 그는 완벽한 상태에 있는 인간 닮음을 취했다. 그는
죄 있는 것을 닮거나 완벽하지 못함도 닮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전도직무 중 자발
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셨을 때, 그의 활력과 건강과 힘을 그들
에게 줌으로서 그들의 고통과 연약한 것을 취하신 일은 예외로 있었다. 기록된 바,
“그는 친히 우리의 허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지셨다.”(마 8:17; 사 53:4) 거
듭하여, “효능(활력, 생기, 활기)이 그에게서 나와 모두를 낫게 하였다.”(막 5:30; 눅
6:19; 마 8:16 )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계셨을 때 그는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빌
2:8) 그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히
10:7; 시 40:7) 그리고 이 헌신을 침례로 상징화하였다. 그가 이렇게 친히 헌신 한
그의 존재를 드릴 때 그의 희생의 제물이 거룩(순결)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
들이실만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받아드리심을 그의 성령과 권능으로 그를 채우심
으로서 나타내 주셨다.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에게 기름부음이 되었다.
이 성령으로 채우심은 한 새로운 본성(신의 본성)으로 잉태된 것이었다. 이 새로
운 본성은 본인이 제물로 바침(인간본성의 희생)을 완전히 성취했을 때 완전히 발
전되거나 탄생되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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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피라미드는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표시한다. 이 새로운 본성으
로 잉태됨은 인간 상태보다 한 단계 높았다. 그것의 위치는 성령으로 태어난 단계
인 M 단계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가 인간존재로서 끝날 때까지 그의
생애의 3년 반을 이 단계에서 보내셨다.
i 피라미드는 완전한 영적 존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시한다. 3년 반을 M 단계
에서 보내신 다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영적 존재의 완성으로(i, L 단
계) 일으킴을 받으셨다. 곧 성령으로 탄생하셨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었다.(골 1:18) 그것의 위치는 완전한 영적 탄생의 단계인 L 단계에 있다. “성
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 때와 부활 후에는 한 영
이었다. 한 영적 존재이며, 어떤 점으로도 다시는 인간 존재가 아니다.
진실로, 부활 후 그는 나타나는 능력을 가졌고 그가 다시는 죽은 상태로 있지 않
다는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인간의 주위 상황으로 다시는 지배되지
않고 (문이 잠겼을 때도)바람과 같이 가고 오고 할 수 있으며,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습니다.”(요
3:8) 요한복음 20:19,26과 비교하십시오.
침례를 받을 때, 그가 희생하기로 헌신한 순간부터 그의 인간은 죽은 것으로 간
주되었으며, 그 때에 새 본성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부활에서 완성되었다.
이때에 그는 완전한 영적 단계인 L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영적 몸으로 일으킴을 받
으셨다.
K 단계는 신의 영광과 지위와 권능의 단계를 표시한다.
k 피라미드는 부활 후 40일 동안 그가 친히 살아있음을 보이시다가 높은데 계신
존엄하신 분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표시한다. 그것의 위치는 신의 영광의 K 단계
에 있다.
l 피라미드는 복음시대에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계 3:21) 교
회의 지도자이시며 안내자로서 그의 교회의 머리이신 영광의 존재이신 예수님을 표
시한다. 이 전 복음시대에 교회는 발전, 훈련, 시험과정에 있다. 그 목적은 복음시대
종말(이 시대 수확기)에 교회가 그의 신부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게 하려
는 목적에서이다. 그러므로 적당한 때가 오면, 교회도 그와 함께(K 단계에서) 영광
을 받기 위하여 교회는 그의 고난도 함께 당해야 된다.(롬 8:17)
r 피라미드는 영광의 K 단계를 떠나셔서 보다 낮은 영적 L 단계로 재림하신 예
수님을 표시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의 진로
영광으로 인도하는 교회의 단계들은 “우리에게 본을 세우셔서 우리도 그의 발자
취를 따라 행하게 하신” 교회의 선도자이신 주님의 것과 같다. 오직 예외는 교회는
더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인간의 완벽
의 N 단계에서 세상으로 탄생하시고, 아담의 자손인 우리 모두는 더 낮은 R 단계
에 있다. 죄의 단계, 완벽치 못하고 하나님과 적이 되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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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첫째로 필요한 것은 의롭다고 인정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N 단계에 이른
다.
어떻게 이것이 성취될까?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다. 죄인들은 선행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추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
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롬 5:8)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되거나 완벽한 인간의
단계로 이르게 되는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
셔, “그의 피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되기 전에 위치했
던 그 완벽의 단계로 우리를 올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었
다.(N 단계로 올려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결과로 의롭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시다.”(롬 5:1) 그래서 하나님
께서 다시는 적이 아니라, 아담과 우리 주님과 같은 단계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인간의 아들들로 간주하신다. 한 예외적인 것은 그들은 실제로 완벽하였지만, 우리
는 다만 완벽하다고 간주되어 있다. 이 의롭다고 인정됨은 “너희는 값으로 산 바 되
었고”, “구속되었으며” “모든 것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되었다.”라고 하신 하
나님 말씀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돌려준 그
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으며 거룩한 상태에 있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처벌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지우신 것으로 인정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결과로, 그의 의로움이 그의 구속을 받
아드리는 자들 모두에게 되돌려주게 된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죄가 들어오기 전
에 원래 소유하였던 모든 권리와 축복을 회복한다.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
님과 더 충만한 우정을 회복한다. 이 우정은 믿음을 실천함으로 즉시 가질 수 있고,
생명과 더 충만한 우정과 기쁨이 하나님의 “특정한 때”에 보증된다.
그러나 의롭다고 인정받음이 축복된 일이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
▣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우리는 여전히 인간존재이다. 우리는 죄와 하나님
에게서 이간된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되었다. 그래서 인간 죄인들이 되는 대신에
우리는 인간 아들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들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복음시대 안에 그는 “공동 상속자들”의 “적은 무리”를
불러내신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어라.”(잠 23:26) 예수님이 네게 본을 세
우신 것과 같이 네 자신, 네 모든 지상의 권세, 네 의지, 네 재능, 네 모두를 나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간 단계보다 높은 단계의 아들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 존재의 정확한 표상”인(히 1:3) 부활하신 예수와 같이 한 영적 몸을
가진 영적 아들을 만들겠다. 만일 네가 모든 세속적인 희망, 야심, 목적, 등을 포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성이란 단어는 한 사람에 대해 그는 악한 본성을 가졌다고 말 할 때에 적응되는 의미
에서 사용된다. 엄밀히 말해서 누구도 본래 악하지 않다. 인간본성은 “아주 좋은” 신의 본성
의 한 땅의 형상이다.(창 1:31)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좋은 본성의 소유자들이다. 어려움은
이 좋은 본성이 타락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악하고 잔인하게 되는 것은 부자연한 것이
고,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그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위의 본성이란 단어
를 우리가 사용한 것은 그것의 첫째 의미이다. 우리 인간본성의 모든 특권과 축복(지상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되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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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인간본성을 완전히 헌신하고 인간본성을 내 봉사에 사용하면, 내가 너를 너의
나머지 인류보다 더 높은 본성을 주겠다. 내가 너를 “신의 본성의 참여자”- 하나님
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로 만들 것이다. 네가 함께 영광
을 받기 위하여 만일 네가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
다.(롬 8:17)
복음 가운데 그들 앞에 놓인 이 상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상을 타기
위하여 기쁘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린다.(히 12:1)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됨
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주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끝낸 일을 받아드릴 때에 우
리는 의롭다고 인정되었다. 곧 N 단계로 올림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만일 우리가
더 높이 올림을 받으려면, 의로운 행위가 없이는 그것을 달성할 수 없다. 진실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롭다고 인
정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의롭다고 인정되어 있으며, 계속 믿음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를 받음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
것이 우리가 희생 제물 하나님과 서약을 맺었기 때문이다.(시 50:5)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상을 감사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상을
위해서 인간에게 말고, 하나님께 바침으로서 표현하기를 요구하신다. 이것이 거룩하
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고, 우리의 분별 있는
신성한 봉사이다.(롬 12:1)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드릴 때 다음의 질문이 생긴다: 주님, 이 나의 희생, 시간,
재능, 영향, 등을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그 다음에,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고찰하면, 우리는 그의 지시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 곧 기회 있는 대로 모
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이나
육신의 양식으로 섬기며, 우리의 능력에 따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리스도의 의
로움의 의류나 육신의 의류로 그들에게 옷을 입힘으로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셨
듯이 그에게 우리의 모두를 드리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 모두를 바쳤으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를 받고, M 단계에 달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능력의 덕분으로 지
금 만일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면 우리는 우리 서약의 모두를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귀중한 피로 우리를 사신 그의 권능이나 성령을 통
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걷고 있는 동안
“승리를 확보했다고 결코 생각지 말라,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앉지 말라.
당신의 힘 드는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는.“

면류관은 우리의 충실한 형제 바울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얻게 되고(딛후 4:7) 그보다 더 일찍 얻게 되는 것이 아니
다. 그 때까지 노동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희생의 불꽃과 향이 매일 올라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희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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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다.
이기는 계급에 속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존재로 L 단계에 일어날 것이
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 남아있는 같은 계급의 사람들은 영적 존재와
같은 단계로 “변화”될 것이고, 질그릇 (육신)의 용해가 수반될 것이나, 한 순간도
“잠자지” 않을 것이다.(고전 15:51,52) 다시는 약하고 속세에 속한, 멸하게 될 수
있는 썩을 존재가 아닌 이들은 성령으로 완전히 태어날 것이다. 곧 하늘의, 영적,
썩지 아니할 불멸의 존재일 것이다.(고전 15:44,52)
그들의 “변화”후 곧 그들의 영적 존재들(L 단계)로 달성 후, 하나의 전부 찬 일단
으로서 그들이 주님과 영광을 받고 (K 단계) 권능과 큰 영광 가운데 주님과 결합
하기 전에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모른다. 그리스도 전체의 몸이 머리와 결합하고
충만한 영광의 지위를 받게 되는 이것이 그의 신부와 “어린양의 혼인”이라고 우리
는 이해한다. 그 때에 교회가 주님의 기쁨으로 완전히 동화 될 것이다.
이름뿐인 교회 안에 세 계급
접힌 도표를 다시 봅시다.
n, m, p, q는 네 가지의 별개의 계급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하는
이름뿐인 복음시대 교회 전체를 결합적으로 표시한다.
n과 m계급은 둘 다 성령으로 잉태된 M 단계에 있다. 이 두 계급들은 복음시대를
통하여 함께 존재했다. 둘 다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였다. 둘 다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
었다. 그들 사이에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n계급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의 신부의 계급을 표시한다. 그들의 서약을 이
행하고 속세의 뜻과 목적과 야망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들이다. 이 계
급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영광중에 K 단계에서 주님과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을
이기는 자들로 이루어 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
하시는 “적은 무리”이다.(눅 12:32)
m계급은 성령으로 잉태된 큰 무리의 계급을 표시한다. 하나님과 서약하였으나,
슬프도다! 그들의 서약을 수행함에서 움츠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녀들 중에 더 큰
일단이다. 이 계급은 인간 의지를 죽이기를 주저하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
랑하신다. 그러므로 역경과 환난의 길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한 영적 단계인 L 단계
로 올라오게 하신다.
그러나 m계급은 이긴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의 K 단계로 갈 권리를 잃
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존중하면, 만일 우리가 주님의 찬성을
원하면, 만일 우리가 그의 몸인 그의 신부의 구성원들이 되어 그의 보좌에 앉기를
열망한다면, 우리는 우리 희생의 서약을 충실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p 계급은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나 헌신하지 않은 이름뿐인 교회의 대부분을 표시
한다. 그것의 위치는 M 단계가 아니라, N 단계에 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그들은
의롭다고 인정되었으나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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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그러므로 영적 존재들로 잉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그
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로서 받아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보다 높은 단계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시대에 가능한 위로 부르심을(빌 3:14) 받아드리지 않았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적 가족의 인원에 속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만유의 회복 때
에(행 3:21) 계속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왕국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면, 그들은
마침내 완벽한 지상의 사람인 아담의 모습에 이를 것이다. 그들은 아담을 통하여
잃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들은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으로 같은 인간 완벽
에 이를 것이며, 아담이 하나님 형상이었듯이, 다시 그의 형상이 될 것이다. 이 목
적을 위하여 그들이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p 계급)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N 단계의 위치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듣고 믿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일반 세상 사람들 보다 빨리 즐기는 특별한 축복의 위치이다. 모든 사람이 천년시
대에 정확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 시작
을 하고 옳은 방향으로 어느 정도 앞서는 이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p계급은
현시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됨의 참된 이익을 끝내 활용하는데 실패하고 만다.
어떤 사람들에게 받아드릴 만한 희생을 가능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로
n계급이 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참된 이익이 지금 부여되
고 있다. p계급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롭다고 인정받음)를 “헛되이”(고후
6:1) 받는다.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희생을 받으실 만한 이 때(고후 6:2) 그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은혜를 끝내 사용하
지 않고 만다.
이 p계급의 사람들은 “성도들”도 아니고 헌신한 “몸”의 구성원들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른다.(롬 12:1) 같은 의미에서, 전체의 인류는 회복
되었을 때에 다른 본성의 것일지라도, 영구히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자
녀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단계에서나 어느 본성의 것이나 그와 조화를 이
루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다.
q계급은 이름뿐인 교회에 관련된 계급으로서, 예수님을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서 결코 믿지 않았으며, 따라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다. 곧 N 단계에 위치하지
않는다. N 단계 밑에 q구분으로 표시되어있다. 이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마
7:15)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자신들을 기독교도인 이라고 부르며, 이름뿐인 교회
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어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속자로서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R 단계에 속한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한 부분이고 교
회로는 부적절하며, 교회에 큰 해가된다. 여러 가지의 계급들, n, m. p, q로 혼합된
상태에서 함께 어울리며, 모두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복음시대를
통해서 존재했다.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바와 같이, 이름뿐인 하늘 왕국(이름뿐인
교회)은 밀과 잡초로 심은 밭과 같다. 이 시대 종말에 있는 “수확 때까지 둘 다 함
께 자라도록 내버려두어라.” 수확기에 주님이 거두어드리는 사람들(“천사들” -사
자)에게 ‘먼저 잡초를 거두어 그것을 태우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그 다음 가서 밀
을 나의 창고에 모아드리라’고 말하실 것이다.(마 13:30,38,41,49)
수확의 분리
우리 주님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여 준다: 주님이 이 복
음시대에 둘 다 함께 자라고, 둘 다가 이름뿐인 교회의 구성원들로 인정받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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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셨지만, 그는 하나님께 승인 받고, 소유된 성도들(n)인 참된 교회의 구성원들
이 드러나게 될 때(마 13:39) 이 다른 요소들 사이에 분리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도 의도하셨다.
복음시대에 좋은 씨가 자라고 잡초나 가짜의 씨도 자란다. “좋은 씨는 왕국의 아
들들이다.” 곧 영적 자녀들인 n과 m계급이고, “잡초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마
13:38) 그러므로 q계급의 모두와 p계급의 많은 수는 “잡초”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두 주인을 위하여 종노릇할 수 없고"(마 6:24)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기를 종으로
그에게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그에게 순종하므로 그의 종"이기 때문이다.(롬 6:16) p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사신 주님께 그들의 정당한 봉사와 재능을 헌신하지
않음으로서,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반대하여, 결과적으로 적을
봉사하는데 그들의 많은 시간과 재능을 주고 있다.
이제 접힌 도표에서 복음시대의 수확(복음시대의 끝)을 주목해 봅시다. 그것이 유
대인 시대의 수확과 정확히 평행인 7년과 33년으로 나뉜 두 부분들을 주목합시다.
이 수확은 유대인의 그것과 같이, 시험하고 체질 하는 때가 교회에게 먼저 오고, 그
후 진노(“마지막 일곱 재앙“)를 이름뿐인 교회를 포함하여 세상에 쏟는 때가 있게
되어있다. 유대인 교회는 복음교회가 영적 단계에서 맛보는 모든 것의 육적 단계에
서 “그림자”나 표상이었다. 유대인 시대의 수확기에 육적 이스라엘을 시험한 그것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 준 진리였다. 그 당시에 마땅한 진리는 낫이었으며, 낫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을 이름뿐인 유대인의 교회에서 분리하였다. 참 밀의 수는 자칭자들
에 비해서 오직 한 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대의 수확도 그렇다. 복음시대의 수
확은 유대인 시대의 그것과 같이, 거두어들이는 자의 수장이시고 그 때에는 임재
하시게 되는 우리 주님 감독 아래 있다.(계 14:14) 이 시대의 수확에서 우리주님의
첫 일은 참을 거짓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이름뿐인 교회는 그의 혼합된 상태 때문에 주님께서 이를 “바빌론”(Babylon) 곧
혼동이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수확은 다른 계급들을 이름뿐인 교회가운데서 분리하
는 시기이고, n계급에 속한 이들을 원숙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시기이다. 밀과 잡초
가 분리되고, 익은 밀과 익지 않은 밀이 분리될 것이다. n계급에 속한 이들은 밀의
“첫 열매”이며, 분리된 후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구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며, 주님 같이 될 것이다.
하늘의 영광을 받은 기름부음을 받은 계급
s형태는 바빌론에서 갈라져 나오는 적은 무리를 표시한다. 그는 주님과 함께 하
나가 되고, 그의 이름을 지니고, 그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상의 목적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다.
w피라미드는 하늘의 영광을 받은 머리와 몸인 그리스도를 표시한다.
잡초는 태워버려짐
t, u, v형태들은 “우리 주의 날”에, “환난 기”에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되고 있는
이름뿐인 교회인 바빌론을 표시한다. 이것이 두려운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제로 참된 밀에게는 크게 유리한 일이 될 것이다. 바빌론은 무너진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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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아무라고 주장하는 그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름뿐인 교회는 많은 위선자
들을 포함한다. 위선자들이 세상의 눈에 명예로운 신분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을 그
녀와 관련하였고, 그들의 행위로 바빌론을 세상의 콧구멍에 악취로 만들고 있다. 주
님께서는 언제나 그들 본래의 성격을 아셨다. 그러나 그의 목적에 따라서, 수확기까
지 홀로 방치하신다. 이 수확기에 그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의 왕국(참된 교회)에서 거두어 묶음으로 동여매서 이름뿐인 교회와 거
짓을 선언하는 자에게 파멸적인 환난인 용광로에 던질 것이다......그때에 의로운 사
람들(n계급)은 그들의 아버지와 왕국에서 해와 같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마
13:41-43)
교회에 다가오는 환난은 대부분 배신과 여러 가지 종류의 강신술의 증가로
될 것이고, 바빌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많은 교리를 신봉하기 때문에
시험이 될 것이다. 유대시대의 수확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과 권능을
하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진 이방인들에게는
석은 것이 되었던 바와 같이, 복음시대의 수확기에도 그것이 다시 걸림돌이
거침이 되는 바위가 될 것이다.

야기
호된
기대
어리
되고

큰 환난의 계급
그리스도 위에 진리의 금, 은, 보석과 그와 함께 일치하는 성질 이외에 다른 어떠
한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진노(“불”)의 때에 심하게 괴로움을 받는 자
기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교리와 실행의 모든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타버릴 것이기
때문이다.(고전 3:12-15)
s형태는 올바르게 집을 세우고, 따라서 찬성을 받은 인격을 소유하는 자들을 표
시한다.
t형태는 최고의 상을 받지 못하는 “큰 무리”를 표시한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웠다. 밀이지만 첫 열매(s)를 모으는 기간에 충분히
익지 않았다. 그들(t)은 왕좌와 신의 본성의 상을 잃게 되나 최후로, 신의 본성보다
는 한 지위 낮은 영적 존재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진실로 헌신하였지만 세
속적 정신으로 정복되어, 그들의 평생을 희생에 끝내 바치지 못한다. “수확” 기간에
도 살아있는 신부의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진리로 분리되고 있는 동안, 이
계급 t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의 귀들은 듣기에 둔할 것이다. 그들은 분리기간에
믿기에 느리고 행동하기에도 느릴 것이다. 신부가 완성되어 주님께 결합되었다는
것과 그들이 무관심하고 세상일에 지나치게 편중된 일에 짓눌려 위대한 상을 잃었
다는 것을 후에 깨달을 때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크게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
나님의 계획이 그들과 세상 인류 모두를 위한 사랑이라는 그 계획의 아름다음을 그
들이 그 때에 식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슬픔을 완전히 이겨낼 것이다. 그래서 그
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
시기 때문이다. 함께 기뻐하고 기쁨에 넘쳐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양의 결혼
날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계 19:6,7) 주님의 풍부한 예
비를 역시 유의합시다. 그들이 받은 전갈은, “네가 어린양의 신부가 아닐지라도, 결
혼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어린양의 결혼 만찬에 초대된 사람들은 행복하다.”(계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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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단의 큰 무리들은 적절한 때에 주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와 그의 계획에 완
전히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그들의 겉옷을 씻어서 그들이 마침내 신부 다음의
위치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 L 단계에 y로 표시되어있다.(계 7:14,15)
세상은 축복을 받음
세상에 미칠 환난의 날은 바빌론이 무너지고 분쇄하기 시작한 후에 있을 것이다.
세상의 환난은 모든 인간 사회와 정부들을 무너뜨리고, 의의 통치를 위하여 세상을
예비할 것이다. 이 환난의 때에 이방 사람들의 온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버려두신
(롬 11:25) 육적 이스라엘(e)은 하나님의 총애로 회복되고, 복음교회인 영적 이스
라엘이 완성되고, 하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천년시대에 이스라엘은 지상 존재
의 단계에서 모든 존재의 선두에 서서 지휘하는 국가가 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
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점차 하나가되고 조화 되도록 이끌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회복뿐이 아니라, 그들(모든 사람과 육적 이스라엘)의 완벽한
인간본성의 회복은 점진적인 일일 것이며, 그것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온 천년시
대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동안에, 아담의 죽음의 결과들이 점
진적으로 삼켜지거나 소멸될 것이다. 그것의 여러 단계들- 무덤뿐이 아니라, 병, 고
통, 연약함- 은 그 시대의 끝에, 우리의 접힌 도표의 대 피라미드가 완성될 때까지
위대하신 회복자의 권능에 순종할 것이다. 아버지 다음 그리스도(x)는 모든 것들큰 무리, 천사들, 인간들- 의 머리가 될 것이다. 순서나 계층에 있어서, 그 다음은
영적 존재인 큰 무리(y)이고,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지상 국민의 선두에 서
게 되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포함하는 육적 이스라엘(z), 그 다음에 죄를 짓기
전에 아담 곧 인류의 머리와 같은 완벽한 존재로 회복된 인간세상(W)이다. 이 회
복은 천년시대- “만유의 회복의 때”- 에 점진적으로 성취될 것이다.(행 3:21)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백성들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행 3:23) 이들은 첫째, 충분
한 빛의 영향을 받는 기회에 100년 동안 올바르게 되고 완전해지기를 거절하는 사
람들 모두.(사 65:20) 둘째, 완벽을 위하여 진보했으나 천년시대 끝에 마지막 시험에
서 불성실함이 입증된 사람들.(계 20:9) 그러한 사람들은 부활이나 회복의 약속이
다시없는 둘째 사망을 당한다. 그러나 충분한 개인적인 재판은 개인마다 한번은 예
비 되어있다. 그러나 속죄물은 한번만 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아니
하신다.(롬 6:9)
결과는 영광스러움
교회를 높이고, 그 높임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만유의 회복 때에 이스라엘과 지
상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기 위한(행 3:21)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때,
천사들의 노래가 생각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선의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눅 2:14)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일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였다고
말하겠는가?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되게 지배하시지 않았다거나
사람과 악마의 격노가 그를 찬미하도록 하시지 않았다고 말하겠는가?
피라미드 형태는 완벽한 존재들을 예증하는데 알맞을 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이 하나가 됨을 표시하는 예증에도 알맞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됨이 곧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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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획의 완성이다. 그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
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지도자의 지위 밑에 모든 것의 조화
와 완벽이 달성되고 하나가 될 것이다.(엡 1:10)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단지 시작된 이 웅대한 구조의 “시작”, “머리”, “머릿돌”,
“우두머리(위의) 모퉁잇돌“ 이였다. 그리고 그 머릿돌의 모든 선과 각도에 조화되게
각 밑의 돌마다 쌓아 올려야 한다. 아무리 많은 종류의 돌들이 이 구조에 있다 해
도, 땅과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에 아무리 많은 별개의 본성이 있다 해도
그가 영원히 받으실 만 하게 되기 위하여 그들은 모두 그의 아들의 형상같이 되어
야 한다.
이 건축물에 속하게 될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그와 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예수님 안에서 상세히 예증된)하는 정신의 영을 받아야한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영혼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한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
야한다.(눅 10:27)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을 한 머리
밑에 하나로 함께 모으는 것을 개설하듯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첫째로 선
택되었고, 둘째로 그의 몸인 교회가 선택되었다. 천사들과 다른 영적 계급들이 다음
의 계층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세상 사
람들이다. 가장 높은 계급에서 시작해서 모두가 조화되고 하나가 될 때까지의 순서
가 진행될 것이다.
하나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이 시험받은 우두머리, 모퉁이 머릿돌이 먼저 놓인다
는 것과 이 모퉁이 머릿돌을 기초의 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의
로움에 대한 모든 희망의 기초는 땅위가 아니라, 하늘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예증하
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쌓아 올려가며, 이 하늘의 기초와 연합된 그들은 하늘의
견인과 율법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 순서가 땅의 건축물과 정 반대일지라도,
그 돌의 형태로 전 구조가 발견되게 되는 그 돌이 맨 먼저 놓여 져야 하는 것이 얼
마나 적합한가. 그리고 우리의 기초가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놓여 있으며, 우
리가 산 돌들로서 “모든 일에서 그에게까지 쌓아올려지는” 것이 얼마나 적합한가.
이렇게 천년시대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본성마다, 각 피조물마다 완전한 순종의
규율에 따라, 하나님께 찬미하고 봉사하게 될 때까지 일은 진보할 것이다. 그 때에
는 우주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 날에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영혼은 누구
든지 백성 가운데서 멸망될 것”(둘째 사망)이기 때문이다.(행 3:22,23)

여러 시대에 관한 계획

161

광야에 친 천막

시대의 접힌 도표에서 보여준 같은 교훈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전형에서 가
르치고 있다. 그 전형의 교훈은 뒤에 더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이미 자세히 검토한
같은 단계들을 가르치는 것 같이, 지성소를 향해 가는 다른 단계들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그 전형을 나란히 놓았다. 천막의 뜰의 외부에는 타락된 R 단계에 위
치하는 죄로 물든 전 세상 사람들이 놓여있다. “문”을 통해서 “뜰”로 들어가면, 우리
는 N 단계에 위치하는 믿는 사람들이나 의롭다고 인정 된 사람들이 된다. 헌신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천막의 문으로 가까이 가서, 들어가면(M 단
계) 제사장들이 된다. 그들은 “빵”으로 힘을 돋고, “금 촛대”에서 비취는 하나님 말
씀을 가르침 받아 “금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을 드리는 것을 가능케 한다. 마침내 첫째 부활에서 그들은 완전한 영적 상태 곧
L 단계에 위치하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K 단계에 위치하는 하늘
나라의 영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된다.

축복된 희망
“조금 있으면 땅의 싸움이 끝날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그의 눈물이 닦여질 것이다,
조금 있으면, 여호와의 권능이
이 어두움을 천년의 날로 바꿀 것이다.
“조금 있으면, 지금 인간을 압도하는 사악은
지나간 추억에 속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그들을 한때 구속한 사랑이
그들의 울음이 감사하는 노래로 변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그것은 언제나 더 가까워진다.
그 영광스러운 날의 더 밝는 여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라, 빛이 시간마다 더욱 투명해진다,
완전한 날에 이르기까지 점점 밝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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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3
이 세상 왕국들

-첫 지배권
-첫 지배권의 상실
-첫 지배권의 되찾음과 회복
-전형적인 하나님의 왕국
-그 찬탈자
-현재 지배권의 두 면
-현존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권세에 대한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의 견해
-권세에 대한 다니엘의 견해와 해석
-다른 관점에서 본 이 세상 왕국들
-현 정부들에 대한 교회의 올바른 관계
-왕들의 신의 권한, 간단히 검토했음
-기독교계의 주장은 거짓
-다섯 째 전 세계의 제국에서 보다 좋은 희망

첫 지배권
신의 계시의 제 1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땅의 피조물과 그것의 통치권에 관하여
그의 목적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
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
과 그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길짐승을 복종하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
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복종시켜
라.”(창1:26-28)
이렇게 땅의 지배권은 첫 사람 아담 안에서 대표되어 있는 인류의 손에 맡겨두었
다. 아담은 완전하였다. 따라서 땅의 주인이나, 땅의 지배자나, 땅의 왕이 되기에 충
분히 자격이 있었다.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우고, 정복하고, 땅에 지배권을 가지라
고 하신 이 위임은 아담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준 것이었다. “그들로 하여
금 지배권을 갖게 하자.” 등.(창 1:26) 만일 인류가 완벽한 채로 죄 없이 남아 있었
다면, 이 지배권은 인류의 손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위임에 있어서, 같은 인간에 대한 지배권이나 권력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공동이익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땅의 산물들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땅의 지배권
을 모든 인류에게 준 것이 유의될 것이다. 땅의 식물과 광물의 자원을 인간의 지배
권에 두었을 뿐이 아니라, 동물의 모든 종류도 역시 인류로 하여금 처분하게 하고,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게 맡겨두었다. 만일 인류가 완벽한 채로 남아 있고, 창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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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계획을 수행하였다면, 수가 증대함에 따라 인간들이 함께 의논하고, 그들의
노력을 조직화하고, 공동의 축복의 공정하고 사려있는 분배를 위한 방법과 수단들
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때가 경과함에 따라, 그들의 막
대한 수 때문에 함께 만나고 의논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통적
감정을 발언하고, 그들을 대표해서 행하기 위하여 여러 계급의 사람들이 그들을 대
표하는 특정한 사람을 그들 가운데서 선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 도덕적으로 완벽하며 각자 모두가 하나님과 그의 규정
을 지고로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한 제도 하에 있
어서 불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알게 된 것은 지상의 정부를 위한 창조자의 최초의 계획은 조직에 있어서
공화국이었다는 것. 이 정부안에서 각 개인이 공동 부담하고, 각자 모두는 그들과
일반의 이익을 위해서 그의 직무의 의무를 행사하기에 모든 점에서 널리 자격이
있는 군주일 것이다.
사람에게 준 지상의 이 지배권은 지배권의 영구한 지속이 좌우되는 단 한 가지
조건을 가졌다. 그 조건은 신이 주신 통치권은 항상 만물의 최고 통치자의 한 가지
율법과 조화되어 행사된다는 것. 그의 한 가지 율법은 간단히 말해서 사랑이다. “사
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영혼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롬
13:10, 마 22:37-40)
첫 지배권의 상실
인간에게 베풀어진 이 큰 총애에 관하여 다윗(David)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말
하기를, “당신은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영화로 면류관
을 씌우셨으니,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어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시 8:5,6) 아담이란 사람 안에서 인류에게 준 이 지배권이 지상
에 하나님 왕국의 첫 번째의 설립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지배
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최고의 통치자께 대한 사람의 불순종은 그의 생명뿐이 아
니라, 하나님의 지상의 대표적인 통치자로서 그의 모든 권리와 특권도 상실했다. 그
때부터 그는 반역자이고, 지배권을 상실 당하고, 죽음의 판결을 받았다. 그 때에 신
속히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은 끝났으며, 그 이래 한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서 짧은 기간 동안 외에는 하나님의 왕국은 설립되지 않았다. 에덴에서 비록 사람
이 그의 살 권리와 지배권을 잃었을지라도, 어느 것도 그에게서 갑자기 빼앗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정죄된 생명이 지속하는 동안, 정통의 권리를 가진 주님이 그가 산
지배권을 획득하는 하나님의 적절한때까지, 인간은 그 자신의 생각과 능력에 따라
서 지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되었다.
첫 지배권의 되찾음과 회복
우리 주님의 죽음은 사람뿐이 아니라, 지상의 지배권까지 포함하여 그의 모든 최
초의 상속도 되찾았다. 그것을 속죄물로 샀으므로 권리증은 지금 주님 안에 있다.
그는 지금 정통의 권리를 가진 상속자이며 적절한 때에, 머지않아 그는 그의 속죄
물로 산 소유를 획득할 것이다.(엡 1:14) 그러나 그가 사람을 산 것은 사람을 그의
노예로 붙들어 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이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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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지상의 지배권과도 그렇다. 주님은 지배권과 모든 사람의 최초의 축복을
속죄물로 샀다. 그 목적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어 지상의 지배권과
축복을 행사하는 능력이 있게 될 때, 그것들을 인간에게 반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서였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메시아의 통치는 영구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그의
강한 쇠 지팡이의 통치로 그가 모든 반란과 반항을 억누르고, 타락된 인류를 최초
의 완벽으로 회복하여, 그들이 최초에 계획했든 대로 충분히 지상의 지배권을 올바
르게 행사할 능력이 있게 될 때까지만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그것
은 하나님의 지정된 대행자인 사람 아래 다시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다.
전형적인 하나님의 왕국
유대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재판관들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나라로 조직
하셨다. 그것은 일종의 공화국이나, 단지 전형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통치 하에 설치된 더욱 독재적인 통치는 어떤 점에서 메시아가 통치
하는 때 약속하신 왕국의 전형적인 것이었다. 주위의 나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셨고, 그들의 통치자들은 시편 78:70,71에서 우리
가 배우는 바와 같이, 명목상으로 그의 밑에서 봉사하였다. 이것은 역대하 13:8과
역대상 29:23에 매우 명확히 기록되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르고, 솔로몬은 “그의 부친 다윗에 이어 하나님의 왕좌에 앉았다”라고 말하였다.
다윗은 첫 왕인 사울에 이어 앞서 40년 간 같은 왕좌에 앉아 통치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
을 완전히 제거하실 때까지 그들을 되풀이하여 징계하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군림
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Zedekiah)때에 왕권의 홀이 제거되었다. 거기서 전형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타도되었다.
그 사건에 관한 하나님의 결정은 말씀으로 표현되었다. “너의 불경스러운 이스라
엘의 악한 왕아, 부정행위가 종말을 고할 너의 날이 이르렀으니, 주권자인 주 여호
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권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겨라. 이것이 그대로 있지 않
을 것이다......내가 그것을 파괴하고, 파괴하겠다. 또한 이것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
은 정통의 권리를 가진 자가 올 때까지 결코 누구의 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
가 오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주겠다.”(겔 21:25-27) 이 예언의 실현에 있어
서 바빌론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사로 잡아가고, 그들의 왕을 제거
하였다.
이 후에 페르시아의 시루스(Cyrus)가 국가의 존재를 회복시켰지만 그들은 그들의
국가의 마지막 파멸 때인 서력 70년까지 그 잇따른 제국인 메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게 피지배자였고 공물을 바치는 자들이었다. 서력 70년 이래 그 민족은 세상
모든 국가에 산재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붕괴된 이래, 어느 점에서나 하나님의 정부, 법, 등을 대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본적이 있는 유일의 왕국이다. 이스라엘 왕국 이전에 많
은 나라들이 있었으나 다른 나라는 아무도 하나님을 설립자로나, 다른 나라의 통치
자들이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면류관을 시드
기야(Zedekiah)에서 벗기고, 이스라엘 왕국이 전복되었을 때에 그것은 세상의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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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인 그리스도가 그것을 요구하러 올 때까지 전복된 채 남아있을 것이라고 선
포되었다. 따라서 추론적으로 정권을 잡은 모든 다른 왕국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재
설립될 때까지 “이 세상의 통치자”(요 12:31, 14:30, 16:11)아래 “이 세상 왕국들”이
라고 낙인이 찍혀져 있다. 그러므로 이들 중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제
안하는 주장은 가짜이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첫 강림 때에도 “세워지
지” 않았다.(눅 19:12) 첫 강림 때와 그 이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그 왕좌의 공
동 상속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들을 선택하
시는 중이시다. 그의 재림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왕국과 권세와 영광을 받고,
만유의 주로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 찬탈자
이스라엘 왕국 이외의 다른 모든 왕국들은 성서적으로 미개인이나 이방인들로서
이 세상의 통치자”(사탄)밑에 있는 “이 세상 왕국들”이라고 부른다. 시드기야
(Zedekiah) 통치 때에 하나님 왕국의 제거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실 수 있거
나, 그가 율법이나 국사를 특별히 감독하신 정부 없이 남겨두었다. 정치공백기간에
예루살렘과 세상의 지배를 이방인의 정부가 행사할 것이라는 선고를(눅 21:24) 공언
하신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정부를 간접적으로 인정하셨다.
하나님의 왕권과 정부를 제거한 때와 이 제거된 왕권과 정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큰 힘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회복기간 사이에 낀 시기인 이 정치공백기간
은 성서적으로 “이방인의 때”(눅 21:24)라고 칭한다. 그리고 이 동안에 “이 세상 왕
국들”이 통치하도록 허용된 이 “때”나 시대는 확정되고 한정되었으며, 메시아 아래
하나님 왕국의 복구의 시기도 또 성서에 확정되고 명시되어있다.
이 이방인의 정부들이 아무리 악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한 지혜로운 목적
을 위하여 허용되거나 “하나님이 지위에 놓으셨다”(롬 13:1) 그들의 불완전과 실정
은 죄의 매우 죄스러움에 대한 일반적 교훈의 한 부분을 형성하며, 타락된 인간이
그 자신조차 만족하도록 스스로 다스리기에 무능함을 증명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때에만 그들을 제압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그들이 할 수 있
는 대로 그 자신들의 목적들을 수행하도록 허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익을
위하여 모두를 협력하게 하시고(롬 8:28) 마침내 “사람의 격노가 주를 찬미하게 하
겠다.”라는 것을 계획하신다. 유익을 가져오지 않거나 소용에 닿지 않거나 교훈을
주지 않는 그 남은 격노는 주께서 금하신다.(시 76:10)
완전한 정부를 설립하기 위한 인간의 무능은 그의 타락되고 사악한 상태 속에 그
자신의 약점에 기인된다. 완전한 정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좌절시킬
이 약점들은 처음에 사람을 최고의 통치자에게 불충하도록 유혹한 사탄에게서도
역시 이용당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인간의 약점들을 이용했으며, 선을 악으로 보
이게 하고 악을 선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잘
못 전하였으며, 인간을 진리에 대해 눈이 멀게 하였다.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
운데 작용하면서(엡 2:2) 사탄은 그들을 그의 뜻대로 사로잡았으며, 우리 주님과 사
도들이 그를 일컫는 바와 같이, 그 자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나 지배자가 되었다.(요
14:30, 12:31) 그는 정당하게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라, 협잡과 속임과 타
락된 인간들의 지배를 통해서 찬탈로 이룩한 것이다. 그가 찬탈자이기 때문에 그는

166

연구 13

즉석에서 폐하여질 것이다. 만일 그가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참된 권리를 가졌더라
면 그는 이렇게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지배권의 두 면
현재 행사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상의 지배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면과 눈에 보
이는 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영적 면이고, 후자는 인간의 면으로서 뚜렷
이 영적 통치자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눈에 보이는 지상의 왕국들이다. 사탄
이 그러한 지배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 주님에게 그의 지휘 아래 지상 최고
로 보이는 주권자로 만들 것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였다.(마 4:9) 이방인의 때가
만료할 때에 현재 지배권의 두 가지의 면들은 끝날 것이다. 사탄은 묶일 것이며 이
세상 왕국들은 전복될 것이다.
타락되고, 눈이 멀고, 신음하는 피조물은 수세기 동안 매 걸음마다 패배되고 그의
최선의 노력까지도 무익함을 증명하였으나, 그의 철학자들이 꿈꾼 황금시대가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대하면서 그의 따분한 길을 꾸준히 걸었다. 신음하는
피조물은 그것이 구원을 기대하고 신음하는 그 구원보다 아직 더 큰 구원이 멸시받
은 나사렛 사람(예수)과 신음하는 피조물의 구원을 위하여 머지않아 왕국 권세 중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타나게 될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롬 8:22,19)
현존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현재 사악한 정부를 허용하심에 관하여, 그리고 이 왕국들이 목적을 위하여 허용
된 그 목적을 하나님의 지배하는 섭리 아래 섬기게 되면, 더 좋은 정부를 소개하시
려는 그의 궁극적 계획에 관하여, 그의 자녀들이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왕국들”의 여러 광대한 전경을 우
리에게 주셨다. 그러실 때마다, 우리의 격려를 위하여 평화의 왕인 메시아 밑에 그
의 의롭고 영원한 왕국을 설립함으로써 이 세상 왕국들이 전복됨을 보여 주셨다.
통치권을 행사하려는 인간의 현재의 노력은 여호와의 뜻과 권세의 성공적인 무시
가 아니라, 여호와의 허용 때문이라는 것이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갈에서 보인다. 그 전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 대제국들(바빌론, 메도페
르시아, 그리스, 로마)을 그리스도의 왕국의 설립 때까지 통치하도록 허용하신다.(단
2:37-43) 이것은 그 지배의 이 계약기간이 어디서 끝날 것인가를 보여준다.
지금 우리가 이 예언적인 견해들을 언뜻 볼 때, 예언적인 견해들은 주님의 전형
적인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이 전복될 때에 바빌론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상기합시
다.

땅의 정부들에 관한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의 환상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전에 기록된” 것들 중에 현존하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명
을 받은 우리가 성서의 인내와 위안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롬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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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느부갓네살의 꿈과 예언자를 통한 꿈의 신의 해석이다.(단 2:31-45)
권세에 대한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의 견해
다니엘은 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왕이여, 왕이 한 큰 형상을 보셨습니다.
그 형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비상하며 그 모양이 몹시 무시무시하였습
니다. 그 형상에 관하여 말하면, 머리는 좋은 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고 배와 넓
적다리는 구리이고 그 다리는 철이요 그 발의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
다. 또 왕이 계속 보고 계시는데, 마침내 돌 하나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잘려
져 나와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부서 뜨렸습니다”.(단 2:31-34)
“그 때에 철과 진흙과 구리와 은과 금이 다 함께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었고, 바람이 그것들을 휩쓸어가니 그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
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단 2:35)
권세에 대한 다니엘의 견해와 해석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이제 왕께 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들
의 왕이신 당신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국과 위력과 힘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다시 그는 인간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어디서든지, 들짐승과 하늘의 날개 달린 생
물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을 그 모든 것의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당신이
바로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단 2:36-38)
“당신 뒤에는 당신보다 못한(은)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구리로 된 다
른 왕국 곧 세 번째 왕국이 일어나 온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국
에 관해 말하면, 그것은 철 같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철은 다른 모든 것을 부서뜨
리고 빻아 버리는 것이니, 산산조각을 내는 철 같이 그 왕국은 이 모든 것을 부서
뜨리고 산산조각을 낼 것입니다. 그 발과 발가락이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철인
것을 보신 것처럼 그 왕국은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철의 단단함이 어느 정
도 그 속에 있게 될 것인데, 철이 진흙과 섞인 것을 당신이 보신대로 입니다. 그리
고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니, 그 왕국이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부
스러지기 쉬운 것임이 드러날 것입니다.”(단 2:39-42)
역사학도는 과거에 나타난 지상의 많은 보다 작은 제국들 가운데 다니엘이 묘사
한 위의 넷의 제국을 쉽사리 추적할 수 있다. 이들은 전 인류의 제국이라고 부른
다. 첫째로, 바빌론, 금으로 된 머리(38절). 둘째로, 메디아-페르시아, 바빌론의 정복
자이며 가슴과 팔들이 은. 셋째로, 그리스, 메디아-페르시아의 정복자이며, 배와 넓
적다리는 구리. 넷째로, 로마, 강한 나라이며 그 다리는 철이고,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이었다. 이 제국들 중 셋은 이미 끝났으며 넷째 로마제국은 성경에 기록된바와
같이, 우리 주님의 탄생 때에 만국을 석권하였다. “그 무렵,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가(Caesar Augustus)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포고령을 내려 등록하게 하였다.”
(눅 2:1)
철 제국인 로마는 단연 가장 강하며, 그의 앞선 제국들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다.
사실 로마 제국은 유럽의 국가들 안에 대표로서 아직 계속하고 있다. 이 분할은 그
형상의 열 발가락들 안에서 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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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철과 섞인 진흙의 요소는 교회와 국가의 혼합을 표시한다. 이 혼합은 성서
에서 “바빌론”, 즉 혼동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곧 알 수 있듯이, 돌은 참된 하나님
왕국의 상징인데 바빌론이 돌의 모조인 진흙을 대용했다. 진흙은 로마제국(철)의 파
편의 나머지와 연합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가 혼합된 이 조직 곧 이 세상 왕국들
과 결혼한 이름뿐인 교회는 주님이 바빌론(혼동)이라고 부르심 자체를 기독교계 곧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추정한다. 다니엘이 설명하기를, “철이 진흙과 섞인 것을 당
신이 보신 것처럼 그들은 인간의 자손과 섞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달라붙지 않을 것인데,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왕들의 날에 하
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파멸되지 않을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
성에게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왕국을 부서뜨리고 멸할 것이며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단 2:43,44)
다니엘은 여기에서 이 이방인 정부들의 끝맺는 때를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우리는 발견한다. 모든 예언된 사건은 오늘날 끝이 문에까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로마 교황 조직이 오래 주장해오기를, 교황 조직이 하늘의 하나님께
서 여기에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왕국이며, 교황 조직이 이 예언을 이행하여
모든 다른 왕국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셨으며 소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
름뿐인 교회는 진흙이 철과 섞인 것 같이 오직 땅의 제국과 연합한 것이었으며, 로
마 교황 조직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오직 가짜 하나님의 왕국이었다.
로마 교황 조직이 이 땅의 제국들을 쳐서 부스러뜨리지 않았다는 가장 좋은 증거
들 중에 하나는 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진흙이 마르
고 “부서지기 쉽게” 되었으므로 그것은 그의 접착성의 효력을 잃고 있으며, 철과 진
흙이 붕괴의 표시를 보인다. 그래서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왕국인 그 “돌“이 쳐서
부서뜨릴 때 속히 무너질 것이다.
다니엘의 해석을 계속하면, 그는 말하기를, “산에서 돌 하나가 손에 의하지 않고
잘려져 나와 철과 구리와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당신이 보신 바와 같습
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후에 일어날 일을 왕께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꿈
은 믿을 만하고 그 해석은 신뢰할 만합니다.”(단 2:45)
산에서 손에 의하지 않고 잘려 나와 이방인의 권세를 처서 흩어버리는 그 돌은
하나님의 왕국인 참된 교회를 상징한다. 복음시대에 이 “돌” 왕국이 인간의 손으로
가 아니라, 진리의 힘이나 성령 곧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권능으로 돌의 미래의 위
치와 위대함을 위해서 형성되고 있으며, “잘려져 나오고”, 조각되고 있으며, 형체를
짓고 있다. 그 돌이 완성될(완전히 잘려져 나올) 때, 그것이 이 세상 왕국들을 치고
분쇄할 것이다. 백성들이 아니라, 정부들이 형상으로 상징되어있으며, 백성들이 구
원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들이 분쇄하게 되어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생명을
멸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다.(요 3:17)
돌이 예비동안에 잘려 나오고 있는 동안, 그 돌을 미래에 완성될 산에 비추어 초
기의 산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
으며, 때로 그렇게 부른다. 그러나 실제로 그 돌은 그것이 그 형상을 쳐서 부서뜨리
기 전에는 산이 되지 않는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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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위에 널리 퍼지는 왕국이 되게 되는 때는 “하나님의 날”, “전 인류에 임한 진노의
날”, “환난의 때”가 끝나고, 왕국이 설립되고, 모든 다른 지배권들이 왕국에 복종하
게 될 때이다.
그리스도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우리주님의 약속을 이제 상기해 봅시다.
“이기는 사람은 마치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왕좌에 앉은 것 같이, 나
와 함께 내 왕좌에 앉게 하겠다.” “이기고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 그가 사람들을 쇠 지팡이로 다스릴 것이며,
그들은 질그릇과 같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다.”(계 3:21, 2:26,27, 시 2:8-12) 그 쇠 지팡이로 분쇄의 일을 성취하였
을 때, 처 부순 그 손은 회복하는 손으로 바꿔질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
올 것이고, 그는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사 19:22, 렘 3:22,23, 호 6:1, 14:4,
사 2:3) 그들에게 재 대신 머리쓰개를, 애통 대신에 환희의 기름을, 낙담한 영 대신
찬양의 망토를 주게 하셨다.(사 61:3)

지상의 정부들에 관한 다니엘의 환상

느부갓네살의 환상 안에, 우리는 지상의 제국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영광과 웅대함과 세력의 전시라고 본다. 그래도 금에서 철과 진흙으로 저하되는 속
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 환상 안에 그들의 부패와 마지막 파괴의 암시도 본다.
참된 교회가 세상에서 선택되고(돌 계급이 산에서 끄집어 내오고) 있는 동안, 돌
계급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참된 교회는 사람에게 업
신여김과 버림을 받았다. 사람들은 참된 교인 속 안에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움
을 보지 못한다.(사 53:3,2) 이 거대한 형상에서 상징된 통치자들과 정부들이 세상을
계속적으로 실망시키고, 속이고, 상처를 입히고 압박하였지만, 세상은 그들을 좋아
하고, 감복하고, 칭찬하고 옹호한다. 세상은 산문과 시 가운데 이 형상의 위대하고
성공한 대행자들, 알렉산더, 씨저, 보나파르트(Alexanders, Caesars, Bonapartes)기
타를 격찬한다. 이들의 위대함은 동포들을 학살함에서 나타났으며, 이들은 권세의
욕망에서 수백만의 고아와 과부를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여전히 이 형상의 “열 발가락”에 나타나고 있는 정신이다. 이
정신이 “현존하는 권세”의 명령에 서로 학살하기 위하여 현대 재능의 모든 극악한
장치로 무장한 1천 2백만 이상의 정렬된 군대가 전시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본
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세움을 받는다.”(말
3:15) 그렇다면 돌로 침으로서 이 거대한 형상의 분쇄와 하나님 왕국의 설립은 압박
을 받는 자를 해방하는 것을 뜻하고, 모두의 축복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겠는가? 그 변화가 잠시 재난과 환난을 일으킬 자라도 그것은 의의 평
화를 이루는 열매를 마침내 맺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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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점의 차를 상기하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예언자 다니엘에게 준 환상
가운데 묘사된 대로, 지상의 같은 4 제국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그와 조
화를 이루는 4 제국들을 관찰해 봅시다. 우리에게 이 왕국들이 불명예스럽고 짐승
같이 보이듯이, 하나님에게도 이 4 제국들은 4개의 거대하고 몹시 굶주린 야수들처
럼 보였다. 그의 견해로는 오는 하나님의 왕국(돌)은 느부갓네살이 본 것보다 비례
적으로 더 장려하였다. 다니엘이 말하기를, “내가 밤에 환상 중에 보고 있었는데, 보
라! 하늘 사방의 바람이 광대한 바다를 요동케 하였다. 그러자 거대한 짐승 넷이 바
다에서 올라오는데, 저마다 서로 달랐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
개가 있었다..... 그리고 보라! 다른 짐승 곧 두 번째 짐승은 곧 곰 같았다..... 이 후
에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나왔다..... 이 후에
내가 밤의 환상 중에 계속 보고 있는데, 보라!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두려움을
갖게 하고 무시무시하고 유달리 강하였다.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것이 삼키고 부서뜨리며, 남은 것을 발로 짓밟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이전의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열 뿔을 가지고 있다.”(단 7:2-7)
모두가 상징적인 그들의 머리들, 발들, 날개들, 등과 더불어 첫 세 짐승들(바빌론
사자, 메디아-페르시아 곰, 그리스 표범)에 관한 세부는 네 번째 짐승, 로마의 세부
들 보다 우리 현재의 고찰에 있어서 덜 중요함으로 우리는 생략한다. 네 번째 짐승,
로마에 대해서 다니엘은 말하기를, “이 후에 내가 밤의 환상 중에 계속 보고 있는
데, 보라!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두려움을 갖게 하고 무시무시하고 유달리 강하
였다.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그 뿔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
는데, 보라! 다른 뿔 곧 작은 것이 그 뿔들 가운데서 돋아나더니, 먼지 있던 뿔들
가운데 세 개가 그 앞에서 뽑혔다. 그리고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
고 과장된 것들을 말하는 입이 있었다.”(단 7:7,8)
여기에서 로마 제국을 보여준다. 그의 권세의 분할이 열 뿔 가운데서 보인다. 뿔
은 권세의 상징이다. 다른 작은 뿔이 그 뿔들 가운데서 돋아나더니 먼저 있던 뿔들
가운데 세 개를 뿌리까지 뽑고, 다른 뿔들을 지배하는데, 그 작은 뿔은 로마 교회인
황제의 뿔(권세)의 작은 시초이며, 점차적인 향상을 상징한다. 그 작은 뿔이 권세가
증대할 때, 작은 뿔을 민권(뿔)으로 설립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분할들(권
세들, 뿔들) 중 3개 곧 로마제국의 세뿔(3 권세)인 헤후리, 동방 엑사르케이트, 오스
트러고스(the Heruli, the Eastern Exarchate and the Ostrogoths)가 잡아 뽑혔다.
이 마지막 특별히 현저한 뿔(황제)은 지성을 상징하는 그의 눈과 그의 입(그의 과장
된 말/ 그의 주장들) 등이 놀랄만하다.(단 7:8)
로마를 상징하는 이 네 번째 짐승에게 다니엘은 기술적인 이름을 주지 않고 있
다. 다른 것들은 사자 같다, 곰 같다, 표범 같다고 묘사 하고있는데 반하여, 넷 째
것은 아주 사납고 무시무시하여, 지상의 아무 짐승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었다. 같
은 상징적인 짐승(정부)을 환상에서 보면서 계시록의 저자 요한도 역시 그것을 묘
사하는 이름을 짓기에 난처해하였으며, 결국 그것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준다. 다른
것들 중에 그는 그것을 “마귀“(계 12:9)라고 부른다. 그는 확실히 적절한 이름을 선
택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피나는 박해에 비추어 볼 때, 로마는 확실히 모든 지상의
정부들 중 가장 악마 같기 때문이었다. 이교도 로마에서 로마 교황으로 변화에 있
어서도 그것은 사탄의 주요한 특질들 중에 하나를 예증한다. 왜냐하면 로마가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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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교에서 바꾸어, 기독교도(그리스도의 왕국) 라고 주장하였듯이,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기 때문이다.(고후 11:14)
이 마지막 짐승인 로마 짐승, 특히 이 짐승의 독특한 뿔인 교황 뿔에 관하여, 약
간의 상술을 준 후에 예언자는 진술하기를, 이 뿔에 대비해서 심판이 선고될 것이
며, 그 뿔은 그 짐승이 파멸될 때까지 점차적인 과정으로 소실될 뿔의 지배력을 잃
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 짐승 곧 로마 제국은 그것의 뿔들(분할들)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하늘
의 통치자의 직권을 인정하기 위한 준비로서 태반의 사람들의 반란과 “주의 날”에
정부의 전복으로 살해당할 것이다. 이것이 아직 검토될 다른 성서에서 분명히 보인
다. 그러나 교황 뿔의 소실이 맨 처음 온다. 그의 권세와 영향은 나폴레옹이 교황을
프랑스에 감금했을 때에 소실하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 교황에 대한 저주나, 그들
의 기도들이 보나파르트(Bonaparte)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해주지 않았을 때, 교황이
주장했던 신의 권능과 권세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여러 나라에게 명백해 졌다. 그
이후에 교황의 정치적 권력은 1870년 9월에 빅토르 임마누엘(Victor Emmanuel)의
손에서 그의 정치적 권력의 마지막 자취를 잃을 때까지 빠르게 쇠퇴해졌다.
그런데도 그 뿔이 “소실”되고 있는 동안 그간 줄곧, 그것은 불경의 과장된 말들을
계속 토해내고 있었으며, 그것의 마지막 큰 언설은 1870년에 그것이 전복되기 오직
몇 달 전 교황의 절대 무류를 선언할 때에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예언에 기록되어
있다. “그 때에(즉, 이 ‘뿔’에 대비한 포고령 후에, 그의 소진이 시작한 후에) 그 뿔
이 말하는 과장된 말소리 때문에 나는 계속 보고 있었다."(단 7:11)
이렇게 역사상 우리는 우리의 시대로 내려왔으며, 땅의 제국들에 관한 한 기대될
일은 그들의 전적인 파멸이라는 것을 보게 해 주었다. 순서를 따라 있을 다음의 일
은 그 말씀으로 묘사되어있다: “나는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멸하여져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을 때까지 보았다.”(단 7:11의 마지막 반) 짐승 자체뿐이 아니
라, 죽이는 것과 타는 것은 상징들이며, 현재 정부의 전적이고 가망 없는 분쇄를 의
미한다. 12절에 예언자는 이 네 째 짐승의 끝맺음과 그의 앞서 있던 세 짐승들의
끝맺음 사이에 차이를 유의한다. 그 셋은(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잇따라 그 통치
권을 빼앗기고, 지상의 통치권 유지는 끝났으나, 나라로서 그것들의 생명은 즉시로
끝나지 않았다.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여러 세기 훨씬 전에 전 세계의 지배권을 그
들의 손에서 빼앗겼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짐승
들 중에 네 째이며 마지막인 로마제국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통치권과 생명을 즉
시 잃고, 전적으로 파멸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다른 제국들도 역시 소멸될 것이다.
(단 2:35)
이용된 방법이나 수단이 무엇이던지 간에, 이 붕괴의 원인은 통치권을 받을 권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로마를 “마귀”라고 부르는 사실은 결코 개인의 마귀를 논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
대이다. 알려진 특질을 가진 그러한 사자들, 곰들, 표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들을 그들
에 비유했다. 그래서 알려진 특질을 가진 마귀도 있기 때문에 그 네 째 제국을 마귀에 비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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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자인 그리스도 밑에 하나님의 왕국인 지상의 다섯 번 째로 전 세계의 제국
의 설립일 것이다. 네 째 짐승의 지정된 때가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음”으로, 네 째
짐승에서 다섯 째 왕국의 지정된 시절이 올 때, 메시아 밑에 다섯 째 왕국의 전속
은 예언자가 이 말씀 가운데에 묘사했다. “내가 밤의 환상 중에 계속 보고 있는데,
보라! 하늘의 구름과 함께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오고 있었다. 그는 옛날부터 계
신 분에게 나아가게 되었으며, 그들은 그를 그 앞으로 가까이 데리고 갔다. 그러자
그에게 통치권과 위엄과 왕국이 주어져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 모두 그를 섬
기게 하였다. 그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고 한정 없이 지속될 통치권이며, 그의 왕
국은 파멸되지 않을 왕국이다.”(단 7:13,14)
이것을 천사가 다음과 같이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왕국과 통치권과 온 하늘 아
래 있는 왕국들의 웅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자들인 백성에게 주어졌다.
그들의 왕국은 지속될 왕국이며, 모든 나라들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순종할 것
이다.”(단 7:13,14,27)
지상의 통치권은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복종시키시는”(고전 15:27)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계신 분”) 그리스도의 손에 놓게 되어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았다. 이렇
게 하나님의 왕국 위에 즉위되면 그는 그가 여호와의 뜻과 법과 불일치하는 모든
권능과 권세를 복종시킬 때까지 통치하여야 한다. 이 큰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이방인 정부들의 전복이 첫째로 필요하다. “이 세상의 통치자”와 같이 “이 세상
의 왕국들”은 평화롭게 항복하지 않을 것임으로, 묶여야하며 강제로 감금되어야 한
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있다. “그 왕들에게 고랑을, 그 영광 받는 자들에게 철
족쇄를 채우며 그들에게 판결을 기록된 대로 집행하게 하여라. 그러한 영화는 그의
모든 충성스러운 자들의 것이로다.”(시 149:8,9)
우리가 이렇게 현재의 정부들을 우리 주님과 예언자 다니엘의 관점에서 고찰하
고, 그들의 사납고 파멸적이며, 잔인하고 이기적인 특질을 인식할 때, 우리 마음은
이방인 정부들의 종말을 열망하며,, 현시대의 이기는 사람들이 신음하는 피조물을
통치하고 축복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그의 머리와 함께 즉위될 그 축복된 때를 즐거
움으로 기다린다. 틀림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주님과 함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형상 안에서, 그리고 짐승들로 상징된 이 각 정부들은 전 세계의 제국으로 권세
를 얻기 전에 존재하였다. 하나님의 참된 왕국도 역시 그렇다. 하나님의 참된 왕국
은 세상에서 분리되어, 통치자의 위치를 뺏고자 하지 않고, 그것의 때 곧 하나님께
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오래 존재했다. 그리고 다른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하나
님의 왕국은 지정을 받아야 하며, 그것의 앞선 왕국(짐승)을 쳐서 부서뜨리고, 파멸
하는데 그의 권세를 발동할 수 있기 전에 권세가 “세워지게” 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적합한 말씀은 “이 왕들의 날에 (그들이 아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늘의 하
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권능과 권세로 설립).” 그리고 그것이 세워진 후
에 “그것은 이 모든 왕국을 부서뜨리고 멸할 것이며,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단
2:4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떠한 방법으로 찾든, 이 세상 왕국들이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개시될 것을 기대해야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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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세로 쳐서 부서뜨려 세상 왕국들을 전복시킬 것이다.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본 현 정부들

다른 관점에서 본 이 세상 왕국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위의 지배력을 허용하시거나 권한을 주실지언정, 세상을
통치하는 최고의 권능과 권세는 창조자이신 여호와께 속하고, 언제나 그에게 속할
것이다. 아담은 왕 중의 왕께 불충한데서 유래된 불완전과 나약함 때문에 곧 약해
지고 무력해졌다. 군주로서 처음에 그가 그의 의지의 힘으로 하등동물에게 복종을
명하고, 유지하던 권세를 잃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지배도 역시 잃었다. 그래서
그가 옳은 일을 하기 원할 때에 그의 나약함이 못하게 하고, 악한 것이 그에게 있
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였다.(롬 7:21,19)
그러므로 우리의 반항적인 인류를 변명하려고 하면서도, 스스로 다스리려하고 그
자신의 복지를 위해서 조정하려는 헛된 노력에 우리는 동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향에 있어서 세상의 성공을 얼마쯤 말할 수 있다. 이 짐승 같은 정부들의 참된
특질을 알아보는 한, 그들이 부정했으나 무정부 상태보다 매우 우월하기 때문이다.
무법과 무질서 상태보다 훨씬 낫다.
무정부 상태는 “이 세상의 통치자”(사탄 -요 12:31)에게 필시 전혀 기꺼워 할
만하겠지만 그의 국민에게는 그렇지 않았으며, 사탄의 권세는 절대적이 아니었다.
그의 권세는 인류를 통해서 작용하는 그의 능력의 한도까지 제한되어있다. 그리고
그의 정책은 인간의 견해와 열정과 편견에 대부분 적합해야 한다. 인간의 견해는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자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험하라고 허용하셨
을 때, 사탄이 그의 영향과 지배력을 미치기 위하여 기회를 붙잡았다. 이렇게 인간
이 하나님을 잊기를 바랐기 때문에(롬 1:28) 보이지 않지만 이 교활하고 강력한 적
의 영향에 스스로를 노출했다. 그러므로 그 후 내내 인간은 그 자신 개인의 나약뿐
이 아니라, 별수 없이 사탄의 간계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이 상황이므로, 이 세상 왕국들을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는 타락한 인류의 노력으로 이제 판단하면서, 이 세상 왕국들을 살펴봅시다. 개개
의 타락과 이기심은 공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왕국 밑에 완전한
공정이 좀처럼 베풀어지지 않지만, 아직도 인간 사이에 서로 이제까지 조직된 모든
정부들의 표면상의 목적은 모든 백성의 공정과 복지를 진척시키기 위한 것이다.
어떤 정도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나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모든 정부들의 주장이며, 백성들이 정부들에게 복종하고 정부들을 후원하면서,
그러한 것이 백성들의 목적이 되었다. 그리고 공정의 목표가 크게 무시될 경우에,
대중이 정부들에 관하여 무의식하고 속임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 동요, 혁
명들이 그 결과였을 것이다.
세상 정부들에서 권세의 지위를 얻은 비열한 폭군들의 어두운 행위들은 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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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법과 제도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 권세를 찬탈하고, 권세를 비열한 목적으로
돌리는 점에서 그들은 그 정부들에게 그들의 짐승 같은 특질을 나타내었다.
정부들마다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들, 가사상과 상업상의 이익의 보호를
위한 법들, 범죄의 형벌에 대한 법들, 등의 대부분 현명하고 공정하고 선한 법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논쟁 문제에 있어서 호소하는 법정들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서 공정이 적어도 어느 정도 베풀어진다. 그리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불완전하긴
하나, 그러한 기관의 장점과 필요성이 명백하다. 비록 이 정부들이 부족하지만, 그
것들 없이는 사회의 더 비열한 요소가 숫자의 힘 때문에 더 공정하고, 더 좋은 요
소를 정복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나약과 타락된 취미와 관념들을 통해서 작용하는 사탄의 술책과
속임을 통해서 불의의 통치자들의 대부분이 권세로 승진함으로 짐승 같은 특질이
표현되듯이, 우리가 정부들의 짐승 같은 특질을 인정하면서도, 정부들이 스스로 다
스릴 때, 우리는 그 정부들을 부족하고 타락된 인류의 최선의 노력으로 인정한다.
온 세기 내내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하고, 그 결과들을 보게 그들을 허용하셨다. 그
러나 여러 세기 실험 후, 그 결과들은 세계 역사의 어느 때와 같이, 오늘날 조금도
만족하지 않다. 사실 불만이 어느 전 때보다 더 일반적이고 널리 펼쳐있다. 왜냐하
면 압박과 부정이 어느 때보다 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정 아래 지식의 증가
로 인간의 눈이 뜨이고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설립되어온 여러 정부들은(정부들이 대표하는) 백성 스스로 다스리는 백
성의 평균 능력을 전시했다. 독재적인 정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서까지도, 일
반 대중이 그들을 참았다는 사실은 많은 개인들이 의심할 바 없이 평균 능력보다
항상 훨씬 우수할 지라도, 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더 나은 정부를 설립하고 후원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의 상태를 이전 시대의 상태와 비교할 때 일반 대중의 감정에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한다. 독립정신이 지금 널리 퍼져있으며, 인간은 그렇게 쉽사
리 통치자들과 정치가들로 말미암아 눈속임 당하거나 속거나 끌려 다니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옛날의 속박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공중의 감정의 변화는
스스로 통치하려는 인간 노력의 맨 처음부터 온 점차적인 변화가 아니라, 16세기
이래 분명히 현저해졌다. 그리고 변화의 진보는 지난 50년 안에 가장 신속하였다.
그러므로 이 변화는 과거 시대의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 인류의 일반대중 사이에
최근 지식의 증가와 일반보급의 자연적인 결과이다. 지식의 이 일반적 보급을 위한
준비는 서력 1440년경에 인쇄술의 발명과 책들과 뉴스 잡지들의 필연적인 증가로
시작됐다. 일반 대중의 계몽에 있어서 이 발명의 영향을 16세기경에 느끼기 시작했
으며, 그 이래 모두 진보적인 단계들에 익숙해져 있다. 대중의 일반교육이 유행되
고, 발명들과 발견들은 일상적인 발생이 되었다. 인간들 사이에 지식의 증가는 하나
님께서 지정하신 것이며, 그가 적절한때에 실현되게 되어있는데, 이 지식의 증가는
지금 사탄을 묶는 역사를 하고 있는 강력한 영향들 중의 하나이다. 사탄을 묶는 역
사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이 “예비의 날”에 사탄의 영향을 축소
하고 그의 권세를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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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든 방향에 있어서 지식의 증가는 인간들 사이에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과 그
들의 타고난 인간의 절대적인 권리들의 인식을 일으켜준다. 이 절대적인 권리들은
무시되거나 경멸되는 것은 오래 묵인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정 반대의
극단으로 갈 것이다.
여러 세기를 거쳐 되돌아 훑어보고 어떻게 국가들이 그들의 불만의 역사를 피로
기록했는가를 보라. 그리고 예언자들은 선언하기를, 지식의 증가 때문에 아직 더 일
반적이고 널리 퍼진 불만은 세계적으로 파급되는 혁명으로, 모든 법과 질서의 전복
으로 마침내 스스로 나타낼 것이며, 모든 계급에게는 무질서와 비탄이 그 결과일
것이며, 그러나 이 혼란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바라는 바를 만족
시킬 그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 자신들의 실패와 그들의 최후이자 최대
의 노력이 무질서로 끝나는 것을 발견함으로 지치고 낙심한 인간들은 하늘의 권세
를 기쁘게 환영하고 그 앞에 굴복할 것이며, 그의 강하고 공정한 정부를 인정할 것
이다. 따라서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뿐이 아니라, “모든 나
라의 보배로운 것이 정녕 이를 것이다.”- 권세와 큰 영광중에 하나님의 왕국.(학
2:7)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결코 지상의
통치자들을 상대로 간섭하지 않았다. 그 반대로 예수님과 사도들은 교회를 가르치
기를, 그들이 비록 권력의 남용 아래 종종 고생할지라도 이 권력에 감수하라. 법에
순종하라. 비록 인품으로서 존중이 합당치 않을지라도 그들의 관직의 이유로 권력
자를 존중하라. 지정된 세금을 내라. 하나님의 율법과 불일치하는 경우 외에는(행
4:19, 5:29) 어느 확립된 법에 거스르지 말라,(롬 13:1-7, 마 22:21)고 하셨다. 이
세상정부에서 분리되고, 정부에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주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기교
회는 모두 법을 준수하였다.
현 정부들에 대한 교회의 올바른 관계
현존하는 권세 곧 이 세상정부들은 인류가 그들 밑에서 필요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을지라도(롬 13:1) 교회 곧 오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관직
을 얻기를 열망하는 헌신한 신자들은 이 세상 왕국에서 관직의 명예와 봉급을 탐내
거나 이 권력에 대항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들은 하늘의 왕국의 동료시민이고 상속자들이다.(엡 2:19)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왕국 밑에서 외국인에게 일치하는 것과 같은 권리들과 특권들만을 주장하여야한다.
그들의 사명은 이 세상의 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상을 돕는 것이 아니며, 현
재 세상의 사건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오직 노력의
낭비일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진로와 그것의 종국이 둘 다 성서에 분명히 규정
되어있으며,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왕국을 우리에게 주실 그의 지배 아래 완전히
있기 때문이다. 지금 참된 교회의 영향은 작으며, 전부터 항상 작았다. 정치적으로
사실상 아무것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작다. 그러나 참된 교회의 영향이 아무리 위대
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과 사도들의 실례와 교훈을 따라야한다. 하나
님의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스스로 통치할 그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시험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참된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 이 돼서는 안 된다. 성도
들은 오직 세상에서 분리하고, 그들의 빛을 비춤으로서(마 5:16)만 세상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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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세상을 책망한다. 따라서
모든 의의 율법을 평화롭고, 질서 있게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권하는 사람들로서,
불법과 죄악을 책망하는 사람들로서와 아울러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과 그 밑에서
기대할 축복을 지시하는 사람들로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지, 정치에 참가하고 권
력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책동함으로서 전쟁, 죄악과 일반적인 타락으로 말려드는
일반적으로 채택된 방법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의 왕의 장래 신부는 영
광스러운 순결 가운데, 세상에서 그의 주님의 대표자로서 선을 위한 힘이 되어야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의 온전한 배려와 노력을 하나님의 왕국을 전도하고, 성
서에 기록된 계획에 따라서 그 왕국에 대한 중요성을 촉진하는데 주어야한다. 만일
이것을 충실하게 행하게 되면, 현재 정부의 정치에 손을 댈 시간도 없을 것이며, 의
향도 없을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위한 시간이 없었고, 사도들도 그것을 위한 시간
이 없었다. 사도들의 본보기를 따르는 성도들은 아무도 그럴 시간이 없다.
왕들의 신의 권한 간단히 검토했음
사도들이 죽은 직후, 초기교회는 바로 이 유혹에 희생되었다. 모든 지상의 왕국들
을 제거 할 다가오는 하나님의 왕국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 왕국의 상
속자라고 전도하는 것은 인기가 없었으며 박해, 비웃음, 멸시를 받았다. 그러나 어
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호전시키려고 고난을 당하는 대신에 교회를 세상의 인
기를 받는 위치에 들어가게 하려고 생각하였다. 세상의 권세와 결합함으로서 그들
은 성공하였다. 결과적으로 교황제도로 발전되었으며, 조만간 국가들의 여주인과 여
왕이 되었다.(계 17:3-5, 18:7)
이 방책으로 모든 것이 변하였다. 고난을 받는 것 대신에 명예가 왔고, 겸손 대신
에 교만이 왔으며, 진리 대신에 과오가 왔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것 대신에 그녀는
그녀의 새로운 비합법적인 명예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의 박해자가 되었다. 그녀는
그녀의 방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학설과 궤변을 창안하기 시작했다. 첫 째
그녀 자신을 속이고, 그 다음에 국가들을 속여서 약속된 그리스도의 천년통치가 왔
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지상의 왕들을 통치한 그녀의 교황이 그리스도
왕을 대표했다는 것을 믿게 하였다. 그녀의 주장들은 전 세상을 속이는데 성공적이
었다.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그녀의 틀린 교리로 취하게 했다.”(계 17:2) 이렇
게, 그녀의 주장들을 저항하는 모두에게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가르침으
로 그들을 위협한다. 유럽의 왕들은 그녀의 칙령과 그녀의 추정된 권력으로 왕관을
씌어주기도 했고, 벗겨주기도 했다.
이렇게 유럽의 왕국들은 오늘날 기독교 왕국들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으며, “하나
님의 은혜로”, 즉 교황이나 프로테스탄트의 교파들 중의 어떤 사람의 임명을 통해
서 군주들이 통치한다고 공표 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교황의 주장들
중에 다수를 교회의 관할권, 등에게 내맡기었지만, 이 지상의 왕들이 기독교와 밀접
한 관계를 맺게 된 이 명예를 그들은 유지하였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정부들과 왕들을 지명하고 인가하는 점에서, 그와 같은 것을
“기독교의 왕국들”이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점에서, 군주들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 이상한 수수께끼인 “기독교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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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명칭을 많이 듣는다. 복음의 참된 원리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참으로 수수께끼
이다. 우리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다.(요 17:16, 롬 12:2)
기독교계의 주장은 거짓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을 결코 승
인하시지 않으셨다. 이름뿐인 교회에 의해 속임을 받아 이 국가들은 거짓의 기 밑
에 항해하는 배 같이, 그들이 실제로는 장본인이 아닌 아무라고 주장한다. 백성의
투표와는 달리, 그들의 오직 권리는 “정통의 권리를 가진 자가 올 때까지”라고 느부
갓네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한정된 허락 안에 있다.
그들의 불완전한 법과 종종 이기적이며, 사악한 통치자들을 가지고 있는 이 불완
전한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계 11:15)이라는 주장은 참된 그
리스도의 왕국과 그의 “평화의 왕과 의의 통치자에게 큰 모욕이다.(사 32:1) 주의
왕국 앞에 그들은 머지않아 반드시 붕괴될 것이다.
그 잘못에서 유래하는 심각한 손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의를 약
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에서 딴 데로 이끌어, 그들이 지상의 왕국들과 더불어 타당치
못한 인지와 그들과 친교를 갖게 되고, 이 야만적이고 세속적인 종족들에게 기독교
의 은혜와 복음을 주입하려는 거의 무익한 시도를 하게 되며, 참된 왕국에 관한 복
음과 그것에 집중하는 희망을 경시하게 인도하였다. 이 속임 밑에, 현재 어떤 사람
은 하나님의 이름이 미합중국의 헌법 안에 편입되어, 그것으로 미국이 기독교의 국
가가 될 수 있기를 매우 갈망한다.
신교의 장로교회의 교인은 여러 해 동안 이 정부 밑에서 관직을 선거하거나 맡기
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그리스도 교인이 어느 다른 것에 관여하는 것이 부적당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
생각과 큰 동감을 갖으나, 만일 하나님의 이름이 헌법에 언급되면, 그 사실이 이 정
부를 이 세상 왕국에서 그리스도 왕국으로 변하게 하고, 그 밑에 관직을 선거하고
간직할 자유를 그들에게 주게 될 것이라는 그 결론과는 동감하지 않는다. 오, 얼마
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큰 속임인가! 그 속임으로 “창녀들의 어미”가 모든 국가들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였다.(계 17:2) 왜냐하면 같은 방법으로 유럽
의 왕국들이 사탄에서 그리스도로 변해져서 “기독교 국가들”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
하였기 때문이다.
다섯 째 전 세계의 제국에서 보다 좋은 희망
지상의 국가들 중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나쁜 것은 오직 “이 세상 왕국들”이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의 권세의 계약기간이 이제 만료되어, 그들의 위치를 임명된
그들의 후계자인 메시아의 왕국 곧 지상의 다섯 째 제국에게 자리를 양도할 수 있
게 되었다.(단 2:44, 7:14,17.27) 이 견해는 진리를 확립하고 과오를 분쇄하는데 큰
공헌을 한다.
그러나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 점에 관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에게서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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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교황제의 행위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지해야 함으로 그들은 기어코 그의 기간이 급속히 만료되고
있는 소위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현재 붕괴하는 왕국들을 옹호할 작정이라
고 스스로 느낀다. 그래서 그들의 감응은 의와 자유 쪽보다는 억지로 압박하는 쪽
으로, 다가오는 참된 그리스도의 왕국 쪽보다는 이 세상 왕국들 쪽으로 종종 강요
되었다.(계 17:14, 19:11-19)
세상은 급속히 “이 세상 왕국들”이 그리스도 같지 않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지정
에 의한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의심할 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
작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것과 그리고 유사한 질문들에 대해 그들의 이성적인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공정의 하나님과 평화의 왕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속임
수를 행하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신념보다 훨씬
더 맹렬하게 행동할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경향은 기독교 자체가 근거 없는
속임이며, 그의 목적은 시민의 통치자들과 연합하여 오직 대중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오, 사람이 지혜롭다면 주님의 일과 계획을 이해하는데 전념하련만! 그러면 현재
의 왕국들은 점차 허물어질 것이다. 개혁은 신속히 개혁을 따르고 자유는 자유를
따르고 정의와 진리는 의가 지상에 확립될 때까지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타락된 상태에서 그들은 이것을 하지 않고, 그들이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에 사로잡혀 저마다 숙달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왕국들은 세
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큰 환난의 때와 동시에 사라질 것이
다.(벧후 3:10, 마 24:21) 통치권이 정통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어질 때에 사라진
통치권을 붙잡으려고 헛되이 시도하고 있을 그들에 대해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말씀
하시기를, 그들이 확실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그에게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고 하신다. 그가 말씀하시기를,“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며, 나라들이 헛된 것을 꾀하는가? 땅의 왕
들이 들고일어나고 고위 관리들이 함께 뭉쳐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
적하며 말하기를, ‘그들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줄을 우리에게서 던져버리자!’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 웃으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조소하시리라. 그 때에 그가
그들에게 분노하여 말씀하시고 격한 불쾌감으로 그들을 당황케 하시며 말씀하시리
라, ‘나의 거룩한 시온에 내가 내 왕을 세웠노라.’ .......‘그러므로 오! 왕들아! 이제
분별력을 가지라. 교훈을 받아라, 오! 땅의 재판관들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섬
기고 떨면서 기뻐하여라.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그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그
와 친해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격분하지 않으시겠고, 너희가 그 길로부터 소멸되
지 않으리니, 그의 분노는 쉬이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시 2:1-6, 10-12)

이 세상 왕국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깝다

“파수군이여, 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다오약속에 대한 그의 표시가 무엇인지를.
여행자여, 저 산봉우리를 넘어서,
영광을 발하고 있는 별을 보라!
파수군이여, 그의 아름다운 광명이
희망이나 기쁨의 무언가를 예언하는가?
여행자여, 네, 그것은 날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약속하신 날.
“파수군이여, 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다오.
아직 더 높이 그 별은 오른다.
여행자여, 축복과 빛,
평화와 진리를 그의 행로를 예고한다.
“파수군이여, 그의 광선들만이
그들을 낳은 자리를 꾸미는가?
여행자여, 여러 시대는 그 시대의 것이다.
보라, 그의 영광이 땅을 채우고 있다.
“파수군이여, 이야기해 다오,
아름다운 시온의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는가?
그의 오는 것을 표하는 표지들이
너의 길 위에 아직 비쳤는가?
여행자여, 네, 일어나라! 주위를 돌아보라!
빛이 하늘에 비치고 있다!
너의 신부의 예복을 입어라!
아침이 밝아온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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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4
하나님의 왕국

-주제의 돌출
-왕국의 특성
-복음시대의 왕국
-바울에 의해 수정된 틀린 관념
-왕국에 대한 틀린 관념의 결과
-하나님 왕국의 두 가지 면들
-영적 면과 그것의 일
-지상 면과 그것의 일
-그 두 면의 조화로운 운영
-지상 면의 영광
-하늘 면의 영광
-계약의 뿌리, 이것에서 이 가지들이 자람
-왕국의 지상 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
-잃은 지파들
-하늘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전형적 민족
-이스라엘의 잃은 것과 회복
-택하심을 받은 계급들
-왕국의 상속자들
-쇠 지팡이의 통치
-천년 통치의 목적의 한 예
-왕국은 아버지께 넘겨드림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주제의 돌출
용어 색인과 성경을 손에 들고, 이 주제를 주의 깊게 검사해보지 않은 사람은 누
구나 주의 깊게 검사하는 즉시, 성서 가운데 이 주제의 돌출을 발견하여 놀라게 될
것이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것의 왕인 메시아를 바로 중심으로 상징하
는 약속들과 예언들로 가득하다.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아래 그들의 나
라를 높이게 하신다는 것이 각 모든 이스라엘인의 희망이었고(눅 3:15) 그래서 주님
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가 오신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설립하
시기 위하여 그들의 왕으로서 오신 것이기를 희망했다.
우리 주님의 선구자이며 사자인 요한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다가왔다.”(마
3:2)라는 공표로 그의 전도문을 열었다. 주님은 그의 성직을 정확하게 같은 공표로
시작하셨으며(마 4:17) 사도들은 같은 전갈을 전도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마
10:7, 눅 9:2) 왕국은 주님이 그의 공공의 성직을 시작하신 주제였을 뿐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모든 그의 전도의 주요한 주제였다.(눅 8:1, 4:43, 19:11) 다른 주제
들은 단지 이 한 주제와 관련하거나, 이 한 주제를 설명할 때에 언급되었다. 그의
비유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 그리고 다른 면들에 있어서 왕국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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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들이 아니면,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이 왕국 참여에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하는데
이바지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타고난 자손들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이어받는 타고난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확신하는 유대인의
오해를 고치는데 도왔다.
우리주님은 그의 추종자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왕국을 내게
지명하신 것과 같이, 왕국을 위하여 나도 너희를 지명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왕국에 있는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재판(통
치)하게 될 것이다.”(눅 22:29,30) 그밖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왕국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눅 12:32)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는 왕국에 관한 그들의 기대를 강화하고 용기를 주셨다. 그런데 왕관을 쓰고,
왕위에 앉는 대신에, 그들의 인지한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의 제자들은 몹
시 실망했다. 그가 부활 후, 그들 중 둘이 엠마오(Emmaus)라는 마을로 가는 도중
에 가상의 외국인에게 그 실망을 표현하였듯이, 그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
출하게 되어있는 자로 신뢰했다”. 즉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내고, 이스라엘을
권세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 것을 신뢰했다. 그러나 그들은 며칠
앞서 일어난 변화로 몹시 실망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전체에서
왕국이 설립될 수 있기 전에 그의 희생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로 되었다는 것을 보
여주심으로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다.(눅 24:21, 25-27)
왕국의 특성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간을 구속함 없이 땅의 통치권을 주실 수 있었다. 왜냐
하면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 왕국의 통치자이시며, 그가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심”이기 때문이다.(단 4:3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으로 성취될 수 있
는 것보다 더 웅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한 왕국은 아무리 좋다할지라도 모든 인류가 죽음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다만
일시적인 특성일 수밖에 없는 축복을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왕국의 축복
이 영구하고 완전한 것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인류는 첫 째 죽음에서 속죄되어야
하고 따라서 아담 안에서 온 인류에게 전한 정죄에서 법적으로 해제되어야 했다.
그 예언들을 설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다가오는 왕국의 희망을 되살아
나게 하셨다. 이것이 나중에 그가 승천하셨을 때, “주여, 당신은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입니까?”라고 그들이 물었다는 사실로 명백하다. 그의 대답이 명
백하지는 않아도 그들의 희망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관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것이 아니다.”(행 1:6.7)라고 하셨
다.
실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전 유대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왕국이 오로지 지
상의 왕국이라고 상상하는 점에서 하나님 왕국의 불완전한 개념을 가졌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오로지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 반대로 상상
하는 점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과 꼭 같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많은 비
유들과 수수께끼들은 적절한 때에 이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의도한 것
이다. 그러나 그는 왕국(정부)이 땅에 설립되며, 인간 가운데 통치하게 된다는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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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항상 제시하셨다. 그리고 그는 왕국에 참여를 위한 희망을 그들에게 고취하게
할 뿐이 아니라, 그는 그 왕국의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하셨다. “당
신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
십시오.”(마 6:10)
유대인들 가운데 세속적으로 현명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사기꾼과 광신자로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제자들을 단지 잘 속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
각했다. 그들은 그의 지혜와 재치, 그리고 그의 기적들을 잘 부정하거나, 조리 있게
설명할 수도 없었음에도, 예수님이 세상의 상속자이며 세상을 통치할 약속하신 왕
국을 설립 할 것이라는 주장과 세상에 비천하고 멸시받는 계층인 그의 모든 추종자
들이 그 왕국에서 그와 함께 공동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이 그들의 불신
의 견지에서 볼 때, 고려하기에 너무 불합리하게 보였다.
훈련받은 전사들, 유능한 장군들과 막대한 부를 가진 로마는 세상의 주인이었으
며, 나날이 더 강력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돈이나 영향력도 없이,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단지 극소의 추종자들을 가진 이 어
부들은 누구인가? 오래 약속된 이 세상에 일찍이 설립된 적이 없던 장려하고 강력
한 왕국을 설립하는 것에 관하여 감히 이야기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주장들 가운데 약점이라고 추측된 것을 폭로하기를 바라면
서, 그래서 그것으로 그의 추종자들의 기만된 점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그에게 요구
하기를, “언제 당신이 전도하는 이 왕국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인가요? 언제 당신의
병사들이 도착하는가요? 언제 이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는가요?”(눅 17:20-30) 그
들이 만일 주님에게 대적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그 자신들의 추측된 지혜로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우리 주님의 대답은 그들에게 한 새로운 생각을 주었을 것이다.
그는 대답하시기를, 그의 왕국은 결코 그들이 기대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
다고 말씀하셨다. 그가 전도하신 왕국과 그가 그의 추종자들을 그 안에 공동상속권
으로 초대한 그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며, 그들이 그것을 보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현저히 볼
수 있게(눈에 보이는 표명)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여기를 보라!, 저기를!
▣
하고 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은 당신들 가운데 있습(있
게됨)니다.”(눅 17:20,21) 한 마디로 말해서, 그의 왕국이 올 때 그것은 어디에나 존
재할 것이며, 어디에나 유력할 것이지만, 아무데에서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셨다.
이렇게 그는 그들에게 그가 전도하신 영적 왕국에 관념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보여주게 될 바와 같이, 적절
한 때에 실현화될 약속하신 왕국에 관한 유대인들의 기대에 있어서 다소의 진리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Diaglott과 Rotherham의 번역은 이것을 “당신들 가운데에”와 동의어인 “당신들 사이에”
로 번역한다. 예수님이 설립하게 된다고 주장하신 그 왕국이 그가 위선자이며, 회칠한 무덤
이라고 부르신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있으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확실히 어느 이론과 하나
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설립되면, 이 왕국은 모든 계급 “가운데에”나 “사이에”
모두를 통치하고,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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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주님의 참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왕국의 영적 면의 것이
다. 그리고 이 면의 왕국이 맨 처음 세워질 때, 그것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을 것
이며, 당분간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왕국의 영적 면에 있어서 상속권의 특
권은 그 때에 유일하게 제공되고 있었으며, 그 때에 시작한 상속권의 특권은 전 복
음시대동안 우리의 부르심의 하나의 희망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로지 영
적 면의 왕국만을 언급하셨다.(눅 16:16) 이것은 우리가 진행해나감에 따라 더욱 분
명히 보일 것이다.
니고데모(Nicodemus)는 불가사의를 해결하기를 열망하지만, 필시 이 일반 대중,
특히 바리새인들 사이에 반대의 감정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그에게 어느 정도 중요
하다고 생각됨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워 그가 예수님께 밤에 온 것 같
다.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요 3) 오직 부분적으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 왕국의
특성에 어느 정도 더 통찰력을 준다. 분명히 그 대화의 주요한 점들이 언급되었다.
그래서 이 사실들에서 우리는 전체의 취지를 쉽사리 모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의역할 수 있다:
니고데모---“라비, 우리는 당신이 선생으로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줄을 알고 있습
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의 어떤 것은 매우 모순된 것 같아서 설명
을 요청하기 원해서 내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과 선생님의 제자들은 돌아다
니며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나, 선생님은 군대도 없고 재산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 아무리 보아도 이 주장이 진실 같지 않고, 이것으로 선생님은 사람
들을 속이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선생님을 사기꾼으로 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가르침들에 진리가 틀림없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
들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방문한 목적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왕국이 어떤
성질의 것이며, 언제 어디서 오며, 언제 어떻게 그것이 설립될 것인가를 문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하늘의 왕국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기 위한 너의 요구는 지금 네
가 납득하도록 대답을 줄 수 없다. 내가 그것을 충분히 알고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
라, 내가 충분히 설명한다 해도 너는 너의 현재 상태에서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이
▣
다.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그리스어 eidon,+
알다나, 알려주다) 수 없느니라”
내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왕국의 특성에 관해 아직 매우 희미한 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때로는 잉태됨(begotten), 때로는 낳다(born)로 번역된 그리스어 gennao와 그의 파생
어들은 실제로 두 개념을 포함한다. 그래서 인용된 절에 따라 그것은 두 가지 영어 단어들
중에 어느 하나로 번역될 수 있다. 잉태됨과 낳다(begetting과 birth)의 두 개념이 그 단어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birth(낳다)는 begetting(잉태됨)의 자연적인 결과이며, 잉태됨
(begetting)은 낳다(birth)의 자연으로 앞서는 일인 것같이, 만일 하나가 진술되면 또 다른
하나도 항상 함축된다. gennao와 관련된 활동적 대행자가 남자일 때에 그것은 잉태됨
(begotten)으로, 여자일 때에는 낳다(born)로 번역되어야 한다. 따라서 요한1서 2:29, 3:9,
4:7, 5:1,18에 있어서 gennao는 begotten(잉태됨)이라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남성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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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는 같은 이유로 그들에게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나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지배의 한 가지 특수성은 더 많은 빛을 주시기 전
에, 그는 이미 소유한 빛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왕국통치를 함께 나
누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데는 믿음의 표현이 요구된다. 그
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앞선 것만을 분명히 자주 보면서, 한 걸음씩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걷고 있으며, 보는 것으로 걷고
있지 않다.(고후 5:7)
니고데모---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 속에 두 번째 들어가서 낳게될 수 있습니
까? 그렇지 않으면, “침례자 요한”이 전도하고, 물속의 침례로 표시한 회개가 어쨌
든 상징적인 탄생이라는 것을 뜻합니까? 나는 선생님의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전도
하고 침례를 베푸는 것을 유의합니다. 이것이 선생님의 왕국을 보거나 거기에 들어
갈 그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탄생입니까?
예수님---우리민족은 헌신한 민족인 하나님과 서약한 백성이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들은 모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시니이
(Sinai)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약의 중보자인 모세 안에서 그들을 받아드리셨
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계약을 잊었다. 어떤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 같이 공공연
히 살고 있으며, 많은 다른 사람들은 독선적인 위선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요한의 전
도와 내 제자들의 전도는 회개이다. 곧 하나님께 돌아오고, 만든 계약을 인정하게
되라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의 침례는 이 회개와 마음과 생활의 개심을 뜻하며, 새
로운 탄생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보다 더하지 않으면 너는 왕국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요한의 침례로 상징한 개심 위에,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영으로 낳
지 않으면 내 왕국을 볼 수 없다. 회개는 너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상태로 되돌
릴 것이다. 그 상태에서 네가 나를 모세가 상징한 메시아로 즉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헌신하면, 네가 새로운 생존과 신의 본성으로 변화를
받게 아버지께로부터 잉태될 것이고, 만일 그것이 발달하여 소생하게 되면, 첫 부활
에서 한 새로운 피조물인 한 영적 존재로 낳게 됨을 보증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속 활동적 대행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그 번역은 활동의 성질에 좌우된다. 이렇게 에서
(from/out of)를 의미하는 ek와 연결되어 사용되면 그것은 낳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래
서 요한복음 3:5,6에 있어서 gennao는 단어 ek로 지적된 바와 같이 낳다(born)로 번역되어
야 한다. -“물에서”, “육에서”, “영에서“
+ 이 똑같은 그리스어는 사도행전 15:6에서 고려(consider)로 번역되었다. “사도와 장로들
이 이 일을 고려(알다, 이해하다)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똑 같은 단어가 로마서 11:22
에서는 보라(behold)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절과 준엄함을 보십시오.(알
라, 이해하라)” 요한1서 3:1도 역시 표현하기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는지 보십시오.(고려하라, 알라, 이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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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들은 왕국을 볼뿐이 아니라,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니고데모여, 이 새로 성령으로 태어남으로 일어나게 될 변화는 참으로 위대한 것
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 네가 의문하는 것들
을 이해하고, 알고, 감상할 수 있기 전에, 네가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내 첫
말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요
3:7) 육으로 난 너의 현재 상태와 내가 전도하고 있는 왕국에 들어가거나 왕국의 구
성원이 될 성령으로 난 그들의 상태 사이에 차이는 대단히 크다. 성령으로 태어날
때, 이 왕국의 구성원이 될 존재들에 관해 네가 약간의 관념을 얻을 실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바람은 그 원하는 곳으로 불며 당신은 그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모른다. 영에서 난 자도 모두 이와 같다.”
바람이 여기저기 불 때, 그것이 너의 모든 주위에 효과를 발휘할 지라도, 너는 바람
을 볼 수 없다.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것이 부활
때에 성령으로 태어난 그들 곧 내가 전도하고 있는 왕국에 “들어가거나”, 왕국의 구
성원인 될 그들에게 대해 내가 줄 수 있는 충분한 실례이다. 그들은 모두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을 것이며,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니고데모---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라니
요!
예수님---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영적 존재는 임재 할 수 있으나, 보이
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면서
너는 엘리사(Elisha)와 그의 종, 또는 발람(Baalam)의 나귀에 대해서 읽어 본 적이
없느냐? 그리고 영적 존재는 사람들 사이에 임재 할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이 원
리를 나타내는 많은 실례들을 성서에서 읽어 본 적이 없느냐? 더구나 너는 천사들
이 영적 존재라고 공공연히 믿는 바리새인의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너에게
첫 번에 말한 것을 나타낸다. 사람이 위로부터 낳지 않고는 왕국과 그에 연관된 여
러 가지 일들을 볼(알게 될,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될) 수 없다.
만일 내가 공표하는 그 왕국에 네가 들어가고, 나와 합께 한 공동 상속자가 되려
면 너는 한 걸음씩 빛을 따라야 한다. 네가 그렇게 함에 따라 더 많은 빛이 올 것
이며, 네가 빛을 받기에 준비된 만큼 빠르게 올 것이다. 나는 지금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때가된 이 일들을 전도하고 있고, 이적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내
가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이라고 인정은 하나, 너는 너의 믿음을 좇아 행동하여 공
공연히 내 제자와 추종자가 되지 않았다. 너는 네가 아는 것을 실천할 때까지 더
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그 때, 하나님께서 네게 더 많은
빛과 다음 단계를 위해서 증거를 주실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우리
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바리새
인들) 우리가 하는 증언을 받아드리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당신들이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요 3:11,12) 내가 너에게
하늘 일들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게 납득되지 않
을 것이며 내 전도가 너에게 더 어리석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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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내가 땅의 특성의 것이나, 네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는 땅의 일들로 실례
된 것을 가르친 것이 네가 공개적으로 내 제자나 추종자가 되게 인도할 정도로 너
의 마음에 충분히 납득하게 하지 않았다면, 만일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하늘 일들
을 내가 너에게 말해준다 해도 더 이상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
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으므로 아무도 내 증언을 확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늘에
서 내려온 나 홀로만이 하늘의 일들을 이해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
▣
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하늘 일들의 지식은 성령으로 태어난
후에만 받을 수 있으며, 하늘의 일 자체들은 영으로 태어날 때에 곧 영적 존재가
될 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님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의 편견과 교육 때문에 지상 면의 왕국의 왜
곡된 견해 말고는 무엇이든 깨닫지 못하게 막힌 그들에게 왕국의 특성을 선언하시
는데 인내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왕국에서 함께 나누는 특유의
계급의 선택은 진행됐다. 오직 소수지만 이스라엘에서 선택되었지만, 오로지 그 나
라에게만 7년 동안 제공되었다.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듯이, 오직 택함 받은 사람들만
이 받아드리고, 한 국민으로서 그들이 특권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고 제공한 조건
들을 납득하고 따르는데 실패한 때문에 메시아의 왕국에서 함께 나누는 특권은 한
국민으로서 그들에게서 떠나,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행 15:14)을 이방인들에서
도 취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왔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역시 “적은 무리”인 택
함 받은 사람들만이 그 특권을 이해하고 그의 왕국과 영광에서 공동 상속자에 합당
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복음시대의 왕국
심각한 과오가 이름뿐인 교회 안으로 이입되었다. 이름뿐인 교회는 이 약속하신
왕국이 단지 현재의 상태(육신상태)에 있는 이름뿐인 교회를 뜻하고, 교회의 일은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단지 자비의 일이라고 곡해한다. 이 과오가 극단으로 추
진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더불어 이름뿐인 교회의 현재 신성하지 않
은 동맹과 통치를 지상에 하나님 왕국의 통치라고 믿게 된 것이다. 사실, 교회가 지
금 하나님의 왕국이고, 자비의 일이 지금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는 데에 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질, 만 천하에 아직 설립될 진정한 미래의 하나님의 왕
국을 부정하는 것은 세상을 이겨내는데 우리의 격려와 도움을 위한 우리 주님과 사
도들과 예언자들에 의해 기록된 가장 유력하고, 극히 강조된 약속들을 폐하고 무의
미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비유에서, 교회를 종종 왕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
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골 1:13)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가 지금 통치하시는 왕국이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지금 받아드리는 우리는 그가 세상에서 왕국을 강제적으
로 설립하시기 전에 그가 사신 지배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자발적으
로 순종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실지로 지키게 하실 의의 율법과 현재 이 세상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장 오래되고 신뢰성이 있는 MSS에서 “하늘에 있는”(요 3:13, King James Version)이
라는 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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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자인 찬탈자로 지탱된 암흑의 왕국 사이의 차를 인식한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충성을 바꾸어, 우리는 스스로 새 통치자의 국민으로 간주
하고, 그의 은혜로 권능과 큰 영광으로 아직 세워지게 될 그 왕국에서 그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다부터 바다까지 강부터 땅
끝까지 신민을 둘 것입니다.”(시 72:8)라는 것과 모든 통치권이 그를 섬기고 그에게
순종할 것이며, 그에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
실 것이다.(단7:27, 빌 2:10)라는 약속들을 결코 취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에 반하
여 지금 “적은 무리”의 선택은 그 약속들을 확증한다.
우리 주님의 비유들을 주의 깊게 검토하면, 그 비유들은 권능으로 하나님의 왕국
이 온다든가, 세우신다는 것은 미래라고 명백히 가르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
고 당연한 일로서 왕이 오시기까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귀인이 왕권을 확
보하여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간 그 비유는(눅 19:11-15) 분명히 왕국의 설립을 그
리스도의 재림 때에 두고 있다. 그리고 긴 여러 해 후 주님께서 교회에게 보내신
전갈은 “너는 죽기까지 충실함을 증명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계 2:10) 이것에서, 그와 함께 통치할 왕들은 이 생애에서 면류관을 받거
나, 왕으로 통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현재 교회는 권능과 영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그것의
초기이거나 준비 중인 상태에 있다. 진실로, 왕국에 관한 신약의 모든 표현들은 그
렇게 가르친다. 하늘의 왕국은 지금 세상 손아귀에 폭행을 당한다. 왕은 학대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그의 발자취를 따를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든 박해와
폭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오직 참된 교회에만 해당되고, 이름뿐인 교회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지금 우리가(교회, 준비 중인 왕
국)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적절한 때에 그가 그의 큰 권능과 통치권을
획득하실 때에 우리도 역시 영광을 받고 그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는 약속이 보류되
어 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조화되어, 야고보(약 2:5)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준에 대하여는 가난하고 경멸받은 사람들을 지금 통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
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를, “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라
고 하셨다.(막 10:23)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과 더불
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름뿐인 교회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부
자들이 교회로 밀어닥치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왕국의 상속자들에게 인내와 끈기와
덕과 믿음을 권고하며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에 대한 부르심과 택
하심을 스스로 확실히 하기 위하여 더욱 더 전력을 다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
니다.”(벧후 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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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에 의해 수정된 틀린 관념
어떤 사람은 로마서 14:17에 있는 바울의 언급을 상징적인 왕국에 관련한다고 추
측한다. 그러나 문맥에 비추어 검토해 볼 때, 그 일절은 단순히 다음과 같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지금 옮겨진 우리 형제들은(골 1:3)
음식, 등에 대해 우리가 유대인으로 율법 밑에서 가지지 못했던(롬 14:14) 어떤 자
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 자유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형제들을 걸려 넘
어지게 하고, 그들의 양심을 범하게 한다면 오히려 이 자유를 사용하지 맙시다. 그
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 음식에 관한 우리의 자유로 우리형
제를 파멸하지 말고, 왕국의 특권은 지금이나 미래에나, 음식에 관한 자유보다 훨씬
더 큰 축복들에 있다는 것을 상기합시다. 즉 올바른 행동에 관한 우리의 자유 안에
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평화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오
는 우리의 기쁨을 뜻한다.(지금이나, 언제나) 왕국의 이 자유들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비교적 중요치 않은 자유는 우리의 형제의 복지를 위해서 현재로서는
희생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록 어떠한 성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왕국의 약속들이
신비적인 속임이라거나, 우리의 현재 조건들이 이 약속들을 성취한다는 관념이 부
정되었다.
왕국에 대한 틀린 관념의 결과
초기 교회에게, 왕국의 명예와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권의 약속들은 그들에게 기
대하라고 예고 한 현재의 시련과 박해를 받는 중, 충실하기 위한 강한 자극들이었
다. 일곱 교회에게 준 계시록에 있는 위안과 격려의 모든 말들 가운데, “이기는 사
람은 마치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왕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게 하겠다.”와 “이기고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선언한 말들보다 더 분명히, 또 강력히 눈에 띄는 말은
없다.(계 3:21, 2:26)
이 약속들은 현재의 마음속에 은혜로운 일에나, 더욱, 현재 생애에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는데 적용하는 것으로 이치에 닿게 곡해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기는 사람은
봉사에 종사하여 죽음으로 이겨야 하고, 이렇게 왕국명예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계
20:6)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고난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고, 명예와 권세를 붙
잡을 각오가 언제나 되어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 한다:
(1) 사도들의 시대에서도 교회내의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명예와 권세의 약속들을
현생에 적용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다. (2) 따라서 그들은 마치 세상이 교회를 명예
롭게 존중하고, 복종까지도 해야 하는 때가 이미 왔다고 생각하듯이, 행하기 시작했
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관념들은 자만심을 장려하고, 희생적 정신을 망각케 함으로
서 교회에게 해가 되는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 과오를 고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는 그들에게 비꼬아서 말하기를, “그대들은 이미 흡
족합니다. 그대들은 이미 부유합니다. 그대들은 우리 없이 왕 노릇하기 시작하였
다.” 그리고 그는 부언하기를, 진심으로, “나는 그대들이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기
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박해받은 사도들도) 그대들과 함께 왕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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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전 4:8) 그들은 기독교 정신에서 나오려고 노력하고, 그
것에서, 가능한 한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함으로서 그들의 기독교를 즐기고 있
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만일 그들이 주님의 추종자들로서 충실하면 그들은 그러
한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만일 참으로
오래 기대했던 통치가 시작되었다면, 그도 역시 그들 못지않게 통치하고 있을 것을
그들에게 상기하게 하고, 충실함 때문에 그는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며, 그들의 통치는 시기상조이고, 영광이라기보다 오히려 함정의 증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는 약간의 풍자로 부언하기를, “우리는(사도
들과 충실한 종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그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대들은 강합니다. 그대들은 평판이 좋
지만 우리는 불명예 가운데 있습니다.”(고전 4:10)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
을 수치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14절): 나는 더 낫고 너희에게 경고하기 위
한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명예가 드러나게 될 영광과 명예
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과 자기부정이 왕국에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성
과 상속권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고전 4:16) 지금 고난을 당하고 욕을 받고 박해를
당하라. 그러면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에게도 주실 것입니다.(고전 4:10-17, 딛후 4:8)
그러나 초기의 교회가 많은 박해를 충실하게 인내한 후,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정복하고, 하늘의 왕국을 지상에 설립하고, 주님의 재림 전에 국가들을 통치하는 것
이라는 뜻의 이론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술책, 허식과
자만심, 과시하는 겉치레와 의식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 교회 안에, 이 과시하는 겉
치레와 의식은 세상에 감명을 주고, 세상을 매혹하고, 위압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으
며, 이러한 제도 때문에 결국은 교황제도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그의 법과
모든 가족, 국가, 국민의 직무원에게 존경과 복종을 명할 권리를 가졌다는 교황제도
의 주장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었다. 이 그릇된 주장 밑에 교황은 한동안 유럽
의 왕들에게 왕관을 씌우기도 하고, 벗기기도 하였으며 지금은 강요할 수 없는 그
권세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뿐이 아니라, 그 자신들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
교황제를 통하여 같은 관념이 프로테스탄트로 내려왔다. 프로테스탄트도 더 막연
하긴 하나 어쨌든 교회의 통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고린도의 사람들과
같이 신봉자들은 “배부르며” “부유하고”, 우리 주님이 여실히 묘사하신 바와 같이
“왕들로서” 통치한다.(계 3:17,18)
이렇게 교회의 단지 이름뿐인 교인들, 즉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은 그들,
참된 밀이 아니라, 잡초, 단지 밀의 모조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보다 수적으로
우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참된 희생과 자기부정을 아주 반대하고 의를
위하여(진리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지 않고, 대신 기껏해야 금식의 외형, 등만을 지
키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 세상과 더불어 통치하고 있으며,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임
재 때 세워질 진정한 왕국에서 함께 나누는 통치를 위한 예비가 되어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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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주의 깊은 관찰자에게도, 이 견해와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사이에 나타나
는 부조화가 있다. 주님과 사도들은 왕이 올 때까지 왕국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다.(계 20:6, 3:21, 딛후 2:12) 따라서 하늘의 왕국은 그것이 영광과 권능으로
세워질 그 시기까지 모독을 당해야한다.

하나님 왕국의 두 가지 면들

왕국의 첫 출현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왕국
은 외관의 표시를 나타내며 오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적절한 때에 그
왕국은 외관상으로 보이게 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징조들로 모두에게 분명하게
되게 되어있다. 완전히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왕국은 두 부분, 영적(하늘의) 면과
지상의(인간의) 면으로 될 것이다. 영적 면의 것은 그 왕국을 구성하는 그들이 아
무도 본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딛전 6:16, 요 1:18) 신의 본성인 영적 본성에 속
한 것이므로, 언제나 인간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의 존재와 권능은
주로 하나님 왕국의 지상 면의 구성원이 될 그것의 인간 대표자들을 통해서 강력하
게 나타날 것이다.
영적 면과 그것의 일
왕국의 영적 면의 구성원이 될 그들은 복음시대의 이기는 성도들 곧 영광을 받은
그 그리스도(머리와 몸)이다. 그들의 부활과 권능으로 높여짐은 모든 다른 사람들
의 부활과 높임에 앞서 일어난다.(히 11:39,40) 이것은 이 계급을 통해서 모든 다
▣
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것은 첫 부활이다.(계 20:5 )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 절에서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다”라는 말들
은 위조된 것이다. 이 말들은 가장 오래되고 신빙성이 있는 그리스어 원고(MSS,), 시나이의
(Sinaitic), 바티칸(Vatican) 1160 그리고 시리아의(Syriac) 번역이나 아람어의 번역에는 있지
않다. 현대의 사본들에서 발견된 많은 절들은 성경에 정당하게 속하지 않는 부가된 것들이
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므로 위조의 성질
이 확인되자마자 그러한 부가된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위에 지적된 말들
은 아마 5세기경에 우연히 본문에 삽입된 것 같다. 그 이유는 초기의 원고(MS)는 어느 것
도(그리스나 시리아 MS) 이 조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 처음에 단지 한
독자에 의해 본문에 대한 그의 생각의 표현으로 쓴 가장자리의 주석이었는데 본문과 주석을
구별하지 못한 어떤 차후의 등사자가 본문 자체로 복사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 조목의 부정은 여기에 설명된 “계획”에 대해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의 나머지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충분한 뜻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죽어
가고 있는 너는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기 전에 살았던 그 완전한 뜻에서 다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약함이 없거나, 죽어 가지 않는 완전한 삶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
시는 용어인 삶의 뜻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세상 사람은 이미 생명을 잃었고 죽어가
고 있으며 지금은 살고 있다기보다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한 묘사가 될 수 있다.
(고후 5:14, 마 8:22.)
용어 부활(그리스어 anastasis)은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관계될 때 그것은
인간을 그가 타락된 데서 그 상태로 곧 아담을 통해서 잃은 성년 남자의 최고의 완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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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영광을 받은 일단(그 그리스도) 앞에 놓인 그 위대한 일은 그들의 신의 본
성으로 높여짐을 필요로 한다. 신의 권능 외에는 아무도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없다. 그들의 일은 오직 이 세상에 관한 일일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지상에
있는 다시 말해서, 인간들 사이뿐이 아니라, 영적 존재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
한 일이다.(마 28:18, 골 1:20, 엡 1:10, 빌 2:10, 고전 6:3)
지상 면과 그것의 일
하나님 왕국의 지상 면의 일은 이 세상과 인류에 제한 될 것이다. 그 지상 면의
왕국에서 통치에 참여할 만큼 높게 명예를 받은 그들은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에게
서 최고의 높임을 받고 가장 큰 명예를 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은 연구 8(페이
지 90)에서 언급된 계급이다. 그들의 재판 날은 이 복음시대 보다 앞서 있었다. 믿
음을 시험받아 충실하다고 평결되었으므로, 죽어 잠든 데서 깨어날 때에 그들은 다
시 재판이 아니라, 그들의 충실함에 대한 보답(인간으로서 완벽으로 순간적 부활)을
즉시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 계급은 나머지 인간을 회복하고 축복하는 때에 그리
스도의 인간 대행자들로서 이 계급 앞에 놓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즉시 준비될 것
이다. (이들과 영적 계급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천년시대에 완벽으로
회복될 것이다.) 영적 본성이 그리스도 일을 성취하는데 필요하듯이, 완벽한 인간
본성은 인간 사이에 하게 될 일의 미래의 성취에 적합하다. 이들은 인간 사이에서
봉사할 것이며 인간에게 보일 것이다. 그 위에 그들의 완벽의 영광은 부단한 모범
이 될 것이며, 다른 인간들에게 같은 완벽에 달성키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데 격려
가 될 것이다.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이 왕국의 인간 면에 있을 것이며, 인간
에게 보일 것이라는 것은 그를 거부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으로서 충분히 증명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
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을 볼 것이다.”(눅 13:28) 주님께서는 그
자신이나 사도들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눈에 보일 것이라고 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
도 유의해야 된다. 사실상 인간은 왕국의 지상 면을 볼 수 있고, 그와 섞일 수 있으
나 영적 면과는 섞일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들이 그렇게 큰 명예를 거절
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의심할 바 없이 몹시 괴로워할 것이다.
그 두 면의 조화로운 운영
하늘 왕국의 이 두 면들이 조화되게 작용하는 정확한 방식에 관해서 뚜렷한 사실
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가오는 신의 권능의 표시는 그 전형적인 시대에 하
나님의 관계를 훨씬 초과하겠지만, 그들의 대표자들인 모세, 아론, 여호수아, 예언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속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류가 완벽에서 타락된 완벽은 그 완벽으로 그들이
회복이나 부활(일으켜지는)하는 천년시대에 점진적으로 일어날 완벽이다. 천년시대는 오직
시험의 시대일 뿐이 아니라, 역시 축복의 시대이며 생명으로 부활이나 회복을 통해서 잃어
버린 모든 것이 그들이 알고 있고 기회를 가질 때에 기꺼이 복종하는 모두에게 회복되게
되어있다. 단지, 죽어 잠든 데서, 현재에 맛보던 것 같은 생명과 의식의 한계로 깨우는 것은
물론 순간적 일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과정은 점차적일 것이며, 그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전 시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류가 아담 안에서 잃었던 완전한 표준의 생명에 완전히
도달하게 되는 것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생명에 못
미치는 것은 어느 것이나 부분적 죽음의 상태이므로 위의 조목이 영감을 받은 기록의 부분
이 아닐지라도 죽은 사람들의 나머지는 회복의 천년과 축복이 완결될 때까지 다시 살지 않
을 것(잃어버린 생명의 충만을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격한 사실이다.

192

연구 14

들,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작용할 수 있는 방
식의 실례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시대의 일은 모든 죽은 사람들을 깨워 일으키는 일과 완벽에
이르기까지 복종하는 사람들의 회복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일은 정부의 사건들
을 올바르게 정돈할 수 있도록 인간 가운데 완벽한 인간들을 지도자로 삼은 완전한
정부의 설립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일은 여러 종류의 박애의 조처뿐이 아니라, 적
당한 교육적 시설에 대한 설치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왕국의 보이지 않
는 영적 구성원의 지도 아래, 틀림없고 확고한 단계로 인류를 이렇게 향상시키는
이 고귀한 일에 지명되는 것은 높은 명예다.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이 이 일
에 지명되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파멸되고, 세상의 통치자인 사
탄이 묶인 후에, 곧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은 준비되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듯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하늘 왕국의 신이 지명하신 명예스러운 대표자들로
서,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은 이윽고 모든 인간의 명예와 협력을 받을 것이
다.
지상 면의 영광
하나님 왕국의 지상 면에서 한 자리를 얻게 되면, 완벽한 인간 마음의 모든 욕망
과 큰 뜻의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왕국으로 최초에 들어갈 때부터 영광스
럽고 만족한 몫일 것이나, 그 영광은 시간이 경과하고, 축복된 일이 진전됨에 따라
쌓아질 것이다. 그리고 천년기간 끝에 이 고귀한 인간협력자들을 통해서 대단히 큰
규모로 그리스도가 만유의 회복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실 때, 교정할 수 없는 자들
을 제외하고는(마 25:46, 계시20:9) 모든 인류는 여호와 앞에서 티나 주름이나 어
떤 그런 종류의 것 들 없이 승인을 받을 때, 그 일에 도움 된 사람들은 그들의 동
료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서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
이다.(단 12:3) 그들의 고마워하는 인간 동료들은 그들의 사랑의 일과 노동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영구히 기억에 남을 것이다.(시 112:6)
하늘 면의 영광
그러나 왕국의 지상 면을 구성할 완벽한 인간들의 쌓이는 영광이 크겠지만, 하늘
면의 영광은 뛰어나는 영광일 것이다. 전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지만, 후자는
창공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다. 태양과 같이(단 12:3). 땅의 명예뿐이 아니라, 하
늘의 명예들도 그리스도의 발아래에 놓여 질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영원의 헤아릴
수 없는 시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날 영광을 어림잡을 수는 있으나, 분
명히 이해할 수 없다.(롬 8:18, 엡 2:7-12)
계약의 뿌리, 이것에서 이 가지들이 자람
아브라함에게 만드신 약속이 진실임이 확증되게 되는 것은 그 왕국의 이 두 가지
면을 통해서이다. “너를 통하여 그리고 네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가족이 분명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씨를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번성
하게 할 것이다.” 지상과 하늘의 씨, 둘 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행
자들이다.(창 28:14, 22:17)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들의 두 면들은 분명히 보여주
시고 의도하셨으나, 오직 지상 면만을 아브라함이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적
씨에서 영적 계급의 주요인물(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셨으며, 주요한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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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적 축복이 그 하늘의 부르심을 위한 적절한 때에 살고 있는 그 민족의 모두에
게 제공했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계약 가운데 본 적이 있던 것보다 아주 훨씬
지나친 것이었다. -총애 위에 총애.
사도 바울은(롬 11:17) 아브라함의 계약을 한 뿌리로 말하고, 그 뿌리에서 육적
이스라엘이 자연히 자랐으나, 불신앙 때문에 본래의 가지들이 꺾였을 때, 이방인의
믿는 자들로 접붙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씨 곧 지상(인간)과 하늘의
(영의) 씨의 발전을 목적으로 약속의 이중 수행을 증명한다. 지상(인간)과 하늘의
(영의) 씨는 왕국의 두 가지 면을 구성할 것이다. 이 뿌리 계약은 이 두 별개의 종
류의 가지들을 맺고, 이 가지들은 부활할 때에 각기 그의 고유한 별개의 완전한 열
매 곧 왕국의 권능이 있는 인간의 계급과 영적 계급을 맺을 것이다,
발전의 순서에 있어서는 육적(지상의) 통치자들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통
치자들이었지만, 위치와 취임 때의 장려의 순서에 있어서는 영적인 것이 처음이고,
그 다음이 육적의 것이다. 그래서 “첫째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첫째가 될 것이
다.”(마 19:30,l 눅 16:16)
왕국의 지상 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
스데반(Stephen)이 언급하고(행 7:5) 이스라엘이 신뢰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지상의 것이었다. 그 약속은 땅에 관련되어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에
게 소유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스데반은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
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디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
쪽을 보라.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구히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
가 너의 씨를 땅의 먼지 알갱이처럼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땅의 먼지
알갱이를 셀 수 있다면 너의 씨도 계수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서 그 땅을 그
길이로도 다녀보고, 그 너비로도 다녀 보아라. 너에게 내가 그것을 줄 것이기 때문
이다.”(창 13:14-17) 스데반은 이 약속이 아직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 땅에서 어떠한 상속 소유지도, 아니 발바
닥만큼도 주시지 않으셨다고 스데반이 선언하였기 때문이다.(행 7:5a)
사도 바울은 많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
들의 계급에 대해 쓰면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스데반
의 말과 동의한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 지상의 약속들은 그리스도(머리
와 몸)에 관한 아직 더 높은 하늘의 약속들이 성취될 때까지 성취될 수 없으며, 성
취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은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에 대
해서 말하기를, 이 모든 사람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한 채 믿음 안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나은 것을 내다보시고, 그들이 우리를 떠
나서는 완전해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히 11:13,39,40) 따라서 보여준 것은
구세주이며 회복자는 모두를 위하여 자기 인간을 희생의 제물로 포기하였으므로 영
적이라는 것과 누가 영적 계급의 기구(대행자)로서 명예를 받을지는 모르나, 탁월한
위치로 높여질 때 이 영적 계급에게서 모든 축복들이 나아가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
이다.(롬 12:1, 빌 2:9, 갈 3:29)
따라서 왕국의 지상 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194

연구 14

사실을 둘러싸고, 세상 사람들의 미래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안에 그 민족의
탁월함에 관련이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집중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올 이 축
복은 굴욕을 받고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천막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온 지상
에서 찬미가 될 때에 있게 된다. 우리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모두 다음 세 가지를
분명히 지적하는 말들을 발견 한다: (1) 만유의 회복의 때에(행 3:21)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 모든 민족 중, 국사의 새로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첫 민족일 것이
다. (2) 지상의 예루살렘은 그것의 폐허 더미 위에 재건될 것이다. (3) 그들의 정
치는 처음과 같이, 왕이나 재판관들 밑에 회복될 것이다.(시 45:16, 렘 30:18, 사
1:26)
그러면 이스라엘이 틀림없이 그 많은 중 맨 먼저 예언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조
상들을 알아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보다 더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일까? 그리고 그들의 율법을 익히 앎과 율법 아래 오랜 훈련은 틀림없이 왕국의 권
세 아래, 순응과 복종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켰을 것이라는 것보다 더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인정되고 축복을 받을 모든 민
족 중, 첫 민족일 것이라는 것 위에, 이스라엘에 관해서 다시 기록하기를, 여호와가
틀림없이 유다의 천막들을 먼저 구원하리니(슥 12:7)라 했다.
잃은 지파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잃어진 족속들”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논의를
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그 “잃어진
족속들”을 오늘날의 어떤 문명한 국가들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들이 부당하지 않다 해도 전체적으로 그
것은 대부분 추리이며 추측이다. 그러나 만일 몇 문명국가가 “잃어진 족속들“의 자
손들이라는 것을 아직 분명히 증명할 수 있다 해도, “하늘의” “위로 부르심” 밑에서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위로 부르심”은 그들이 민족
적으로 배척된 이래,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 차이를 모
르기 때문이다. (갈 3:28, 히 3:1, 빌 3:14) 만일 그러한 증거가 분명해진다 해도(아
직 까지는 없음) 그것은 그 민족에 관한 예언들과 약속들이 완전한 일치를 이룰 것
이다. 그 예언들과 약속들은 지상 면의 왕국에서, 그리고 그 밑에서, 성취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에 관한 여전히 잠재하는 얼마간의 신뢰뿐이 아니
라, 본래의 애착과 그들의 타고난 모든 편견은 이스라엘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신속
히 새 통치자들을 받아드리는데 호의적일 것이다. 그 위에, 율법에 대한 그들의 무
시할 수 없는 복종의 습관들은 새 정부의 원칙에 그들의 신속한 화합에도 역시 호
의적일 것이다.
하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전형적인 하나님 왕국 밑에서 제국의 소재지였던 바와 같이, 예루살
렘은 같은 위치를 다시 차지할 것이며, “위대하신 왕의 도시”일 것이다.(시 48:2, 마
5:35) 도시는 왕국이나 정부의 한 상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새 예루살렘
곧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새 정부로 상징되고 있다.(계 21:2,10) 처음에는 새 정
부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인(계 21:2,9, 22:17) 영적 계급으로만 구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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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이 본 것 같이, 새 정부는 점진적으로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즉 그것은 여호
와의 날에 현재 제국들이 부서뜨려질 때, 점진적으로 정권을 장악할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때 이 도시(정부)의 지상 면은 확립될 것이며, 그 지상 면의 정부의 부분
(구성원들)은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일 것이다. 거기에는 도시들(정부들) 두
개가 아니라, 도시 하나 곧 하늘의 정부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 도시는 바로 아브
라함이 기다렸던 “참된 기초가 있는 도시”, 즉 구세주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확고한
바위 위에 기초를 둔, 정의 안에서 확립된 정부일 것이다. 그 확고한 바위는 그가
준 인간의 속죄물의 진의(참뜻)이며, 단호한 신의 정의가 이 전에 범죄자를 변명할
수 없었던 것같이, 구원을 받은 자들을 정죄할 수 없다.(히 11:10, 고전 3:11, 롬
8:31-34,)

평화의 영화스러운 도시여! 그것의 벽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
원, 보호, 축복을 의미하며, 정의에 둔 그것의 기초는 결코 뒤흔들 수 없다. 그리고
그 도시를 건축하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시(왕국)에
서 비칠 그 빛 가운데서, 전 세계 국민이 완벽에 이르고, 하나님의 왕국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까지 거룩함의 대로를 걸을 것이다.(계 21:24)▣
이미 보여준 바와 같이, 인류가 천년시대 종말에 완벽에 이를 때, 그들은 하나님
의 왕국에서 백성의 신분으로 인정될 것이며, 태초에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인간이
군주인 왕으로 땅의 완전한 지배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의 상징적 예언에
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계 21:24-26) 왜냐하면 환상에서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의 빛 가운데 걷는 것을 보았을 뿐이 아니라, 땅의 왕들이 영광중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국을 더럽히는 사람은 결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시험을 먼저 철저히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거짓과 불의를
행하거나,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 도시(왕국)에 관련될 수 없다. 오직
어린양이 영생을 얻기에 족하다고 기록할 그들과 그가 “나의 아버지께 축복 받은
사람들아, 와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왕국을 상속 받아라”라고 말한(마 25:34) 대
상인 그들만이 그 도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러면 상기해야할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사실상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건설되며,
필시 그것이 세상의 수도가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과 그 미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많은 예언들은 예루살렘을 한 상징으로 장려하게 확립될 하나님의 왕국
에 관련한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지상 면 왕국의 미래의 영광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열렬한
말씨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즐거워하며 함께 기
뻐 외쳐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도로 사셨기 때문이
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기쁨의 이유가 되게, 그 백성으로 크게 기뻐할 이유
가 되게 창조하겠다.” “너희는 모두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와 함께 기뻐하
여라 ....” “너희는 더 없는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
다. 보라, 내가 그에게 평화를 강처럼 나라들의 영광을 범람하는 급류처럼 베풀 것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다음 용어들은 신용할 만한 고전에서 생략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원받은 그들의”나
“그리고 명예”. 후자도 요한계시록 21:26에서도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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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왕좌라고 부를 것이고, 모
든 나라가 그리로 모이겠고” “그리로 틀림없이 많은 백성들이 가며 말할 것이다. _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왕국)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그
가 우리에게 그 길을 교훈 하실 것이니, 우리가 그 길로 걸을 것이다.’ 율법이 시온
(영적 면의 왕국)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지상 면의 왕국)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사 52:9, 65:18, 66:10-12, 렘 3:17, 사 2:3)
이스라엘은 전형적 민족
이스라엘과 맺은 미래 축복의 많은 귀중한 약속들을 고찰하고, 그 민족에게 이루
어질 약속들의 정확한 성취를 기대할 때, 한 민족으로서 그들은 실제의 민족일 뿐
이 아니라, 전형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 견해로서
그들은 전 세상 인류의 전형이며, 복종과 생명에 대한 율법의 계약은 천년시대와
그 후 여러 미래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맺어질 새 계약의 전형이었다.
전형적인 계약 밑에, 속죄의 피와 그 피를 그 민족에게 뿌리는 제사직은 새 계약
의 피와 천년시대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축복할 왕 겸 제사장을 상
징하였다. 이렇게 제사직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민족은 모두를 위하여 실제 희
생을 해 주시고, 모두에게 실제의 축복이 오게 될 모든 민족을 상징했다 -“모든 사
람”, “온 세상”.
그러면 미래의 축복은 과거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유대인에게 있고, 또한 이방
인에게도 있을 것이지만(롬 1:16, 2:10) 유대인들이 신의 총애를 우선으로 차지하
게 됨은 오직 시간문제 일 것이라는 것을 상기합시다. 이 우선은 그들을 적절한 때
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로 될 율법(갈 3:24) 밑에 받은 훈련의 자연
적 결과일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었다.
율법이 첫 강림 때, 오직 그들의 극소수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지만(롬 9:27,
11:5) 재림 때에는 한 국민으로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것이며, 한 국민으로
서 그들이 전 세계 국민 중 첫 열매가될 것이다. 택하심을 받은 계급들에게 속하는
모든 축복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궁극적으로 그 국민 중
에 실제의 성취가 있을 뿐이 아니라, 땅의 모든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역시 대형적
성취가 있을 것이다. 그 정부 밑에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행한 일에 따라
갚으실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 영예, 및 평화가
있을 것인데, 먼저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편파성이 없기 때문입니다.”(롬 2:6,10,11)
이스라엘의 잃은 것과 회복
사도 바울은 미래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의 확실함에 특별히 우리의
주의를 끌고, 그들이 불신앙으로 어떤 총애를 잃었으며, 어떤 총애가 아직 확실한
것들인가를 보여준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한 국민으로서 그들이 구하던 바로
그것(롬 11:7) 곧 신의 총애와 신께 드릴 봉사에 있어 최고의 위치를 얻지 못한 것
은 자만심, 마음의 완고함과 불신앙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바울의 언
급은 아브라함에게서 내리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강림
때 살고 있는 그 세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은 최고의 호의인 신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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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얻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위로 부르심(빌
3:14)이 제공되는 시대인 복음시대에 살아온 모든 그의 세대들에게 적용된다. 이
호의를 이스라엘이 한 국민으로서 인정하거나 붙잡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 이방인들을 찾으시고 복음을 통하여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한 계급, 택함을 받은 자인 적은 무리
는 부르심에 유의하고 순종과 자기희생으로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스스로 확실히
한다.(벧후 1:10) 이렇게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얻지 못한 것과 이름뿐인 교회
도 역시 얻지 못한 것을 택함 받은 계급인 충실한 신자들(“그리스도의 몸”)은 얻게
된다. 이들의 선택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
지에 따라 선택된다.(살후 2:13, 벧전 1:2)
그러나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이스라엘이 이 모든 특별한 총애를 잃었으나, 이것
은 그들이 총애에서 완전히 잘린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부르심을 받고 있는 동안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드렸다면, 그들
은 그리스도와 나머지 인류가 맛본 영적 호의들로 접붙여질 특전을 아직 가졌기 때
문이다. 이 이유를 바울이 주장하기를, 만일 그들도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면,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야생 올리브 나무를 본성과는 반대로 정원 올리브 나무에
접붙일 수 있는 것 같이,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으시며, 기꺼이 그것을 바라시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롬 11:23,24)
택하심을 받은 계급들
그 위에, 바울은 주장하기를, 이스라엘이 그가 얻으려는 최고의 축복 곧 하나님
왕국의 최고의 위치를 잃긴 하였으나, 그 국민을 위해서 아직 성취될 예정인 큰 약
속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 바울은 추론하기를, 하나님의 선물, 부르심, 계약,
그리고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종
말을 처음부터 아셨다. 그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부인할 것을 아셨다. 그래서 이
지식에 미루어, 그들에게 하신 그의 명료한 약속들은 “이스라엘이 그가 진지하게
구하는 것 곧 최고의 호의를 얻지 못하였지만”(롬 11:7)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행
자로 세상을 축복하는 봉사에 아직도 쓰이게 되어 있다는 보증을 우리에게 준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계약의 약속들은 한 백성으로 그들이 하늘
의 씨가 될 것인지 아니면, 땅의 씨가 될 것인지, 환언하여 그들이 약속들 가운데
언급된 더 높은 봉사를 상속하고 성취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낮은 봉사를 상속하고
성취할 것인지에 그것을 불명확하고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는 성질의 것이었다고 바
울은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첫 제공으로 영적 총애들도 역시 그들에
게 주시고, 그래서 그가 일찍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는 더
높은 영적 총애를 적절한 때까지 비밀에 부치시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지상의
총애만을 말하셨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하늘의 약속들은 지상의 약속들 속에 숨겼다.
이 약속들은 실패할 수 없으며, 숨긴 총애를 먼저 제공하고, 이스라엘이 그 숨긴
총애를 맹목적으로 거부했다 해서, 다른 면(지상)의 약속을 결코 무효로 하거나 취
소하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유대인들
과 이방인들에서 선택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버림을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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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세주(그리스도, 머리와 몸)가 완성될 때, 신의 총애가 육적 면의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며, 예언자가 기록한 바와 같이, 영광스러운 구세주가 야곱▣에게서 경
건치 않은 행위를 제거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호의로 회복) 받을 때가 올 것이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롬 11:26, 사 59:20)
사도 바울의 기록된 말은 다음과 같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신성한 비밀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분별 있는 사람이 되지 않
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이방인에
게서 선택된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감각이 둔해지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으
로 있게 된다는 것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구세주(그리스도, 머리와 몸)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행위를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내가 그들과 맺는 계약이다’ 기쁜 소식에 관하여는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적이 되
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하여는 그들의 조상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아직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그가 후회하실 일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인
여러분이 한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받
게 된 것처럼. 그들이 이제 불순종하여 여러분에게 자비가 미치게 된 것은 그 자신
들도 영광을 받은 교회로 이제 너의 자비를 통해서 자비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함께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 모두에게
자비를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롬 5:17-19와 비교해 볼 것) “오, 하나님의 풍요
와 지혜와 지식의 깊음이여! 참으로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도 없고 그의 길은 더듬
어 알아 낼 수 없구나!”(롬 11:25-33)

왕국의 상속자들

“누가 여호와의 산(왕국의 상징)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서 일
어설 수 있을까? 그 손이 결백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 나의 영혼을 진실로 무가치
한 것으로 이끌지 않고 기만적으로 서약하지도 않는 자로다.”(시 24:3,4)
예루살렘 도시는 산꼭대기에 세워졌다. 그 산은 다이로포에온(Tyropoeon} 계곡으
로 두 부분으로 갈라져 한 쌍 봉우리로 되어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 도시이며, 벽
하나로 둘러싸이고, 다리들이 두 부분을 연결한다. 이 두 산봉우리들 중 하나 위에
성전이 세워졌다. 이것은 영광을 입은 교회 안에 왕과 제사장 지위의 결합이나, 두
가지 면을 가진 오직 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땅
에 기원을 둔 것이 아니라, 지상 면과 분리되어있으면서도 지상과 결합된 새로운
하늘이나 영적 성질의 것(히 9:11)인 영적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윗이 두 가지 장소를 주목하는 것같이 보인다. 어쨌든 도시에 속하는 것은 영
광이고, 거룩한 성전인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도록 허용된 신성한 곳으로 올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영적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 결코 부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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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은 아직 더 큰 영광이었다. 다윗은 둘 중 어느 하나에 달하려면, 사람은 생
의 순결함과 마음의 정직함이 누구에게나 필연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왕 겸 제사
장에 속할 사람들은(벧전 2:9) 만일 그와 함께 공동상속자의 자격이 되려면, 우리
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대제사장이 순결한 것 같이, 순결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다.
주님을 향하여 이런 희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정결하신 것처럼 정결하게 한
다.(요일 3:3) 이것은 이미 보여준 바와 같이, 절대나 실제의 순결함으로 우리에게
평가된 의도의 순결함 곧 그리스도의 귀여 한 순결함이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고, 영을 따라서 행하는 동안,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결함
을 보충해 주시거나, 우리의 피할 수 없는 나약함을 보상해 주시는 순결함이다.
그러나 순결함과 성실함과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은 둘 중 어느 면의 것이든 하나
님의 왕국에 들어갈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스
도 밑에서 지상 면의 왕국을 상속할 그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에게도 그러하
다.
그들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며(히 1:9, 시 45:7) 과실로 정복되거나 나약
함이나 빠지기 쉬운 죄악 때문에 죄를 범할 때에 깊이 슬퍼하며 회오하였다. 복음
시대의 충실한 사람들 역시 그러했으며, 천년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인 진리의 성령
이 온 인류에게 부어질 때(욜 2:28, 행 2:17) 천하 만민 모두 그럴 것이다. 그 시
대의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조정 아래,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준비된 왕국
인 회복된 최초의 지배권이 행사되는 그 도시(마 25:34)로 들어갈 권리를 가지려
면, 마음과 생활의 순결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역시 필요할 것이다.

쇠 지팡이의 통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누구나 다 그의 통치가 마음에
들 것이라고 그릇된 상상을 한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그의 규칙들은 어느 앞
선 정부의 규칙들 보다 훨씬 더 엄할 것이며, 백성들의 자유는 지금 자유의 증대를
극성스럽게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증오를 일으킬 정도로 제한될 것이
다. 속이는 자유, 허위진술 하는 자유, 무리하여 실패하는 자유, 남들을 속이는 자유
는 완전히 박탈될 것이다. 식량이나 음료에 있어서 스스로나 남들을 악용하게 하거
나, 어느 방법으로나 유익한 습관을 더럽히는 자유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인할
것이다. 어느 종류의 부정을 하는 자유나 면허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아
무에게나 주게 될 유일한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되고 영광스러운 자유 즉
어느 방법으로나, 모든 방법으로 그 자신들과 남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그 거룩한 왕국 모든 곳에서 해를 입히거나 파괴하는 것은 아무것도 허락되
지 않을 것이다.(사 11:9, 롬 8:21)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그릇된 습
관과 그릇된 관념 위에 기초를 둔 현재의 제도를 무너지게 할 뿐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예전의 습관과 관습을 분쇄하므로 엄격한 통치라고 느낄 것이다. “그는 쇠 지
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계 2:26,27, 시 2:8-12와 시 49:14를 비교할 것)라
는 예언의 말씀대로 통치의 확고부동과 활력 때문에 그것은 상징적으로 쇠 지팡이
의 통치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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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음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나는 공의를 측량줄로 삼고 의를 수준기
로 삼을 것이다. 우박(의로운 재판)이 거짓의 도피처를 쓸어버리겠고, 물(진리)이
은신처에 범람할 것이다.” 그리고 숨긴 모든 것이 알려질 것이다.(사 28:17, 마
10:26)
천년 통치의 목적의 한 예
많은 사람들은 그 완전하고 공정한 통치에 대해서 반항적으로 느낄 것이다. 왜냐
하면 현재의 통치자(사탄)의 지배 밑에, 그들의 동료 인간 위에 군림하고, 보상하는
봉사를 하지 않고 전적으로 남들의 비용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진 까닭이다. 그와
같은 사람이 그 왕국의 교훈(공정, 정의, 의)을 배우기 전에 그들은 방종과 욕구충
족의 현재생활에 대해 그 통치 아래 당연히 요구되는 많은 엄한 매질들을 받을 것
이다.(시 89:32, 눅 12:47,48) 이 주제에 대한 교훈은 살고 있는 세대에게 먼저 오며,
가까워지고 있다.(약 5장)
그러나 행복한 생각이다! 생명의 왕이 쇠 지팡이의 통치로 의와 공정의 율법을
실시할 때, 인류의 대부분은 “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들에게 치욕스러운 것
이다.”를 배우게 될 것이다.(잠 14:34)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율법은 관계자 모두
를 위해서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배울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의
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시 45:7, 히 1:9) 그 통치 밑에 옳
음을 사랑하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영속하는 생명의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백성 가운데서 온전히 멸망될 것이다.(행 3:23, 계 20:9, 시
11:5-7)

왕국은 영구히 존속

왕국은 아버지께 넘겨드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슥 14:9) 여호와께서 천년시대에
그리스도의 관리 아래 설립하실 왕국은 여호와의 왕국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직접 지배 밑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반란 후 미국정부가 남부 여러 주를 처리했던 것과 매우 같은 방식이다.
그들이 미합중국의 헌법에 따르지 않을까 하여 남부 여러 주는 그 자신들의 관리를
선임함으로서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얼마간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주정부들
을 재건하고 그들을 중앙정부와 완전한 화합이 되도록 되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
휘할 최대의 권세를 가진 주지사들이 지배하는 위치에 배치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상의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특별한 통치는 한 제한된 기간동안이
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 목적의 성취함과 동시
에 끝날 것이다. 인간은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들을, 그 중에서도 특
히 여호와의 율법들과 일치를 이루는 자치를 상실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개인
적으로 그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겔 16:55)하실 뿐이 아니라, 지상의 왕으로서 그
의 이전 지위로도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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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해 주시고, 권리를 확보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인간에게
현재 경험의 교훈을 인식시키기에 꼭 맞는 방법으로, 즉 자기 자신의 회복을 향해
노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함으로서, 인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강하고 완전한 정부
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 회복을 완수하는 이 명예는 그가 그 권리를 확
보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증여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적을 그
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순종하
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통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인류의 재건회복
에 관해서는 그의 사명을 성취하였으므로 그는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드릴
것이며, 인류는 최초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직접 상대할 것이다. 사람이신 그
리스도의 중재가 화해의 장려한 일을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고전 15:25-28, 24)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왕국은 하나님께 넘겨질 때,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일 것이며 율법은 항상 같을
것이다. 그 때에 완전히 회복된 모든 인류는 영으로서만이 아니라, 기록된 율법대로
완전한 순종을 행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순종과 노력의 정신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이다. 그 완전한 율법의 모든 기록된
법전은 그들에게 한 번에 죽음의 판결을 내릴 것이다.(고후 3:6)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받아드리실 수 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물을 통해서만 이다.
실제로 완전해질 때까지는 “살아 계신 하나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
다.”(히 10:31) 지금이나 실제로 완전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엄격한 공의의 율법 앞
에 설 수 없다. 모두 그리스도의 공로와 희생 때문에 값없이 주신 자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왕국을 아버지께 넘겨드릴 때에는 그는 여호와의 완전한 율법
밑에 영구한 행복을 즐기기에 자격 있고 즐길 수 있는 흠 없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다. 모든 두려움은 그 때 살아질 것이며 여호와와 회복된 피조물들은 맨
처음에서와 같이 완전한 일치를 이룰 것이다.
천년시대 끝에 그리스도가 지상의 통치권을 아버지께 넘겨드릴 때, 그는 통치권
을 아버지의 대표자들로서 인류에게 넘겨주신다. 인류가 이 명예를 갖게 되는 것이
기초가 놓인 때에서 의도되었다.(고전 15:24, 마 25:34) 그 때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존속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읽어 알 수 있다.
“그 때에 왕은 오른편에 있는(천년통치에 조화와 순종으로 호의적인 위치에 도달
한)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의도하시는 축
복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왕국을
상속받아라.”(마 25:34)
인간을 위하여 준비된 왕국과 명예를 아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된 더 높은 왕
국과 명예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
고(고전 2:7)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엡 1:4)
때문이다. 그리고 예시된 바와 같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특별한 중재와 통치가 끝날
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권과 권능이 그 때에 그칠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짓
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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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총애로 오른 쪽에 모든 신의 영광과 권능과 영구
히 연합되어있으며, 그의 신부 겸 공동 상속자는 그의 증대하는 영광을 영구히 같
이 나눌 것이다. 얼마나 놀랄만한 일들이 다른 세상에서 이 지극히 높여진 여호와
의 대행자의 권능을 기다리고 있는가하는 것은 신의 권능의 무한과 활약과 우주의
끝없음을 암시하는 것 외에는 여기서 그 이상 추측하지 않으려고 한다.
진실로, 우리의 관심이 집중하는 왕국이 무슨 면에서든, 그것은 “모든 나라의 요
망하는 것”이다.(학 2:7) 그 이유는 그 밑에서 모두가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두 그 때를 진정으로 열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신의 왕국
이 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마 6:10. 눅 11:2)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사악을 근절하고 모든 나라를 축복
하고 구제할 왕국을 기다리면서.(롬 8:22,19, 16:20) 이것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무식하게 오래 신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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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환난의
-큰 환난의
-큰 환난에

날”, “복수의 날”, “진노의 날”
때
원인
관한 성경의 증언

-큰 환난의 불과 폭풍, 그것의 동요와 용해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이다
-다윗의 증언
-계시록 저자의 증언
-반대당들, 자본가들과 임금직공들이 판단한 현재 형세와 미래의 전망
-성공치 못할 구제책
-바로 적절한 때에 장막이 제거되고 빛이 들여짐
-이것의 증명
-환난의 때에 성도들의 상태와 그것에 대한 그들의 타당한 태도

“여호와의 날”, “복수의 날,”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은 이 세상 왕국이 사라지고, 인간을 좌우하는 사탄의 권세와 영향
을 묶어 버리는 동안에 그리스도 밑에 하나님의 왕국이 지구상에 점진적으로 “세워
지게”되는 그 기간의 이름이다. 그 날은 인류에게 오는 심한 환난과 고통과 당황함
의 어두운 날로 어디에서나 묘사되어 있다. 그러한 규모와 큰 변화들을 수반하는
혁명이 환난을 초래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소규모의 혁명들이 각 시대마다 환난
을 초래했다. 그런데 어느 이전 혁명보다 훨씬 더 큰 이 혁명은 세상이 시작된 이
래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며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환난의 때가 될 것이다.
(단 12:1, 마 24:21,22)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왕권과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환난의 때에 모든 일을 맡으면서 여호와의 대리자로 임재하시긴 하겠지만, 모두
를 축복하는 평화의 왕(사 9:5)으로 임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정복하는
여호와의 장군으로서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그릇되고 불완전한 견해와
조직이 무너짐에 따라, 새 왕의 기준이 증대할 것이며, 결국은 모두가 그를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길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세우는 것이 여호와의 일이라고 예언자들이 진술하
고 있다. “내게 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라들을 너의 상속 재산으로 땅 끝까지 너
의 소유로 주리라.”(시 2:8) “이 왕들의 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
울 것이다.”(단 2:44)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셨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를 옛날부터 계신 분 앞에 데려왔다. 그러자 그에게 한 통치권을 주고 모든 나라
는 그를 섬기고 순종하게 할 것이다.”(단 7:9,13,14,22,27) 여기에 바울의 말을 부
가한다. 그리스도가 그의 통치의 목적을 성취하신 “그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신 분(아버지)에게 복종할 것입니다.”(고전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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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을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사 61:2, 63:1-4) 그리고 “진노의 날”(시
110:5)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노여움의 관념만을 납득하거나 신의 악의를 추측하는
사고방식은 심각한 잘못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운영하시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어떤 율법을 확립하셨으며, 어떤 근거에서나 이 율법들과 모순되는 사람들은 그 자
신들의 행동의 방침에 따른 처벌이나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다. 인류에게 주
신 하나님의 권고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무시되었으며, 우리가 보여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대로 하게 방치하시고, 그와 그의 권고를 그들의
마음에서 없애도록 그들을 방임하셨다.(롬 1:28)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특
별한 보살핌을 하나님의 길과 그를 봉사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아브라함과 그의
씨(자손)에게 제한하셨다. 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마음의 불성실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당연히 받아드리지 못하게 했을 뿐
이 아니라, 바로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들의 존재를 끝낸 환난을 맞기에 마땅하게
되고, 결국 환난으로 이르게 했다.
큰 환난의 때
그래서 복음시대에 참된 그리스도 교회(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계급)가 세
상에 가져온 빛은 옳고 그른 것의 차이, 선과 악의 차이와, 다가오는 시기에 대하여
한 사람은 보답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은 처벌받게 됨을 문명화된 세상 사람들에
게 증거 하였다.(요 16:8-11, 행 24:25) 그들이 만일 주님의 교훈에 유의했다면 이것
은 인간에게 폭 넓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강퍅하여, 그들
은 성서의 교훈으로 거의 소득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소홀히 한 결과로 여호와의
날의 환난이 올 것이다. 그밖에, 환난이 그의 권고를 무시함으로 오는 까닭에, 그리
고 불의에 대한 보답으로 오는 것이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견해에서 보면, 세상에 다가오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죄의
당연하고 정당한 결과이다. 만일 그들이 그의 권고를 따랐더라면 그 죄의 정당한
결과에 대비하여 그들을 보호했을 것이다.
큰 환난의 원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전갈은 “여러분의 산 희생을 바치십시오”(롬 12:1)이지
만, 그가 세상에 주신 전갈은 “네 혀를 잘 지켜 악한 것을 삼가고, 네 입술을 잘 지
켜 속이는 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고, 평화를 찾아 구하
며 그것을 추구하여라.”(시 34:13,14)였다. 어느 전갈이든 소수의 사람만이 유의했다.
단지 적은 무리가 희생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모토
를 못질해 놓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
세상은 오히려 탐욕의 소리에 유의했다. 즉 네가 얻는 방법이 무엇이든, 너의 이익
때문에 누가 잃든 간에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을 얻어라 하는 소리에 유의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만일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어느 정도 지킨다면, 여호와의 날의 환난은 오지 않을 것이며, 올 수 없을
것이다. 그 율법을 짧게 요약하면,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7-39) 타락된 육감적 마음은 하나님 율
법에 적이 되어(롬 8:7) 그것에 복종치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서 환난이 올 것
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과 같다(갈 6:7)
육감적이나 타락된 마음은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조금도 사랑하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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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항상 이기적이고, 움켜쥐곤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
로 만들려고 가끔 폭력을 사용하고, 살인까지 하게 한다. 이기적인 원칙은 어떤 방
식으로 행사하더라도, 출생, 교육, 주위 환경의 사정에 따라 지배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언제나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세상에 어느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다음
시대에 다음 일들이 성취될 때까지, 메시아의 쇠 지팡이의 힘으로, 세력이나 탐욕으
로가 아니고 사랑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고, 그 옳은 것을 실시할 때까지, 모
두가 이기주의와 세력의 이익에 비해, 의와 사랑의 통치로 보다 나은 유익함을 배
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까지, 진리와 의의 햇빛의 영향 아래 인간의 이기적이고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와 같이(창 1:31) 다
시 한 번 인간미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마찬가지일 것이다.(겔 36:26)
돌이켜 볼 때, 신과 같은 사랑과 친절함에서 어떻게 무정한 이기주의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불순종 때문에 아담이 신의 총애를 잃고, 그
가 원하는 것마다 풍부하게 공급되었던 그의 에덴 집에서 추방당하자마자, 이기주
의를 조장하기 쉬운 환경들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의 정죄된 양친은 에덴에서 나가
서 생존을 가능한 한 길게 연장하려고 생존 투쟁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즉시 가시
나무, 찔레나무, 엉겅퀴와 메마른 땅과 마주쳤으며, 이런 것들과의 싸움은 하나님께
서 선언하신 피곤과 얼굴의 땀을 내게 했다.(창 3:18,19) 부도덕한 자질은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므로, 최대한의 범위를 존속시킨 반면, 정신적 도덕적 자질은 실행의
부족으로 지지러지기 시작하였다. 식량이 생활의 주목적과 관심이 되었다. 그리고
식량을 구하기 위한 노동 비용이 표준이 되었고, 이 표준으로 모든 다른 이익이 평
가되었다. 그래서 재물이 인간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한 환경 밑에서 인류가 이기적
이고, 탐욕스럽게 되고, 움켜쥐려고 하고, 각자가 최대한도로 첫째로 필수품들, 둘
째로 재물이 주는 명예와 호사를 얻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사탄이 크게 이용한 당연한 경향에 지나지 않는다.
지나간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영향 아래(그 중에서도 특히, 무지, 인종의 편견,
국가의 교만) 세상의 거대한 부는 일반적으로 소수의 지배자들에게 맡겨 있었다. 그
소수 지배자들에게 일반대중은 그들의 국가 대표자들에게 하듯이 노예적 복종을 바
쳤고, 그 소수의 부 속에서, 그들은 그 자신들이 대표자로서 교만과 흥취를 느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손에서 만유의 회복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로 계획하
신 때가 다가왔을 때, 여호와께서 현대 여러 시설과 발명을 통해서 무지함과 미신
적 관습의 장막을 제거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 현대 여러 시설과 발명에 따
라,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향상하고, 지상의 통치자들의 세력이 감소되었다. 다시는
세상의 부가 왕들의 소유로 있지 않고, 주로 백성들의 소유로 되고 있다.
부는 많은 악을 초래하지만, 그것은 얼마간에 축복도 역시 초래한다. 부는 보다
좋은 교육을 얻는다. 그러나 이렇게 그들은 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위로 향상되고,
왕족과 다소 제휴되어 있다. 그러므로 귀족사회가 존재하고 있다. 귀족사회는 자체
를 후원하고, 할 수 있는 한, 다 획득하기 위하여 탐욕스러운 분투를 조력하고, 어
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을 상류 신분으로 유지할 돈과 교육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성이 퍼지고, 사람들이 지금 아주 풍부한 교육 시설들을 이용하자,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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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립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때로는 위험한 것이기는 하지만 적은 지식으로 이
끌어진 그들 안에 있는 자부심과 이기심을 따라, 그들은 모든 사람과 특히 자기 자
신들의 이득과 생활환경을 지금 부가 맡겨 있는 계층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의 치른
희생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안다고 상상한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재
물 숭배자들(한 쪽에 자기 자신들, 다른 한 쪽에 부자들)의 상반되는 관심들이 쉽게
그리고 공평히 조정될 수 있다고 의심할 바 없이 참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유복하다면 그들은 매우 자비심이 많을 것이며 그들은 아주
기꺼이 그들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것이라고 의심할 바 없이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극히 소수만
이 참으로 그러한 정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세상의 적은 재산을 이용하는데 충
실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부를 소유해도 충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눅 16:10)
실제로, 상황들이 이것을 증명한다. 부자들 가운데서 가장 몰인정하고, 가장 이기적
인 사람들 중 다소는 비천한 계급에서 갑자기 올라온 사람들이다.
이에 반하여, 모든 계급의 편에서 탐욕과 움켜쥐는 이기주의를 결코 변명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면서도, 보호 시설, 병원, 걸인 숙소, 공공 도서관,
학교와 아울러 부유한 사람들보다 대중의 이익과 편함을 위한 여러 가지 다른 기업
들로서 병자들, 무력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비는 부유한
사람들한테서 나온 세금과 기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는 것이 타당한 일
이다. 이 공공 기관들은 거의 언제나 그들의 존재는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
이 많고 자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으며, 더 빈곤한 계급들은 성공적인
경영을 초래하는데 시간도 없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관심도 없는 것이 문
제들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부유한 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에 증대하는 대립을 본다. 노동계
급 편에서는 쓴맛이 증대하고 있고,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법률의 강한 힘 외
에는 아무것도 그들이 그들의 권리라고 믿는 것을 보호할 수 없다는 느낌이 증대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유한 사람들은 정부와 더욱 밀착해가고 있다. 그리고 법률과
정부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돕고 빈곤한 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여, 임금 노동자의 일반 대중은 그들의 이익은 공산주의와 무정부
로 가장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나쁜 정부와 가장 값비싼 정부는 무정부
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공산주의와 무정부 쪽으로 끌리고 있다.
큰 환난에 관한 성경의 증언
많은 성서들은 이것이 환난의 성격이고, 환난 중에 현재의 시민, 사회와 종교의
제도들이 끝날 것이라는 것과 이것이 정신상, 도덕상과 육적 인간의 불완전 때문에
환난 중에 지식과 자유의 증대가 귀착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성서들
은 머지않아 인용될 것이나, 그 동안에, 다음 사실을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 중 몇 성서들에 주의를 끌게만 할 따름이다. 그 사실이란,
구약의 많은 예언들 중에 이집트, 바빌론, 이스라엘은 실재의 성취만이 예정되었음
을 주로 상징할 뿐이 아니라, 제 2의 그리고 더 큰 성취도 상징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예를 들어, 바빌론의 멸망, 등에 관한 예언들은, 만일 실재의 바빌론뿐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과 대형의 바빌론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엄청나다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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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될 것임에 틀림없다. 요한 계시록은 실재의 바빌론이 몰락 된지 오랜 후에 기록
된 예언들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오직 상징적 바빌론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명백히 직접적으로 실재의 바빌론에 전한 예언자들의 말들의 가까운 유사
는 특별한 점에 있어서 상징적 바빌론에 속한다는 것이 따라서 보인다. 예언의 이
더 큰 실현성취에 있어서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한다. 바빌론은 기독교계라고 부르
는 이름뿐인 교회를 상징한다. 이미 보여준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미래에 의롭다고
인정된 상태에 있을 전 세상을 종종 상징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 겸 제
사장, 이스라엘의 거룩한 레위들, 그리고 속죄의 희생으로 의롭다고 인정되고 하나
님과 화해상태로 이끌린 믿고 숭배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에는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고, 이집트에는 재앙들이 약속되어 있고, 강한 바빌론에는 놀랍고 완전
하며 영구한 멸망이 “바다에 던져진 큰 맷돌과 같은 돌같이”(계 18:21) 결코 회복
이 되지 않고 영원한 혐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
사도 야고보는 이 환난의 날을 지적해 주며, 그것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차
이점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말하기를, “자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여, 여
러분에게 닥쳐오고 있는 비참한 일들 때문에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
은 썩었고(그것의 가치를 잃었다) 여러분의 겉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은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어, 불에 타듯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불과 같은 것을 쌓아 둔 것입니다. 보십
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수확을 한 일꾼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하는데도 여러분이 거
머쥐고 있는 삯이 계속 부르짖습니다. 다시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약 5:1-4)
그가 부언하기를, 환난을 겪게 되는 계급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은 사치에
익숙해졌다. 그 희생된 사람들 중 몇은 의로운 사람들이며, 그들이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조차 짓 밟혔다. 그 사도(야고보)는 “형제들”에게 후일을 바라보
며, 주님을 통해서 오는 해방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몫이 무엇이든 끈기 있게 떠맡
으라고 열심히 권한다. 바로 이 사태의 상태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리고 세상에서 깨어있는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땅에 닥칠 일들의 두려움과
예상 때문에 사람들은 기절하게 될 것이다.”(눅 21:26)
우리 시대의 노동임금의 일정한 경향은 노동조합이나 파업들, 등으로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올리지 않으면 낮은 노동임금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
다. 그리고 일반 대중의 현재 감정을 보아서, 언제 인내력이 최하의 한계점에 이르
고, 결과로서 언제 반란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인가는 단지 시간문제라는 것을 모두
가 알 수 있다. 자본금은 기업과 제조업의 경로에서 인출되고, 소유자에게 곤란하게
도, 무익한 상태에 보호료로 스스로 소비되게 지하 저장실과 금고 안에 저장될 것
이다. 이것은 반드시 재정의 공황과 기업의 뒤엎음도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큰
기업은 지금 주로 신용대부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의 당연한 결과
는 그날그날의 양식을 위해 그들의 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수십만의 고용인이 내쫓
기게 될 것이며, 그들의 필요 불가결한 것을 위해 모든 법을 무시할 사람들과 거지
들로 세상을 채우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예언자 에스겔(겔 7:10-19)이 묘사한 바와 같이 될 것이다. 사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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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뻐하지 말고 파는 사람은 애통하지 말아라. 진노가 그 모든 무리를 향하고 있고
재산 안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에 모든 손이 연약해지고 환난을 피하기
에 무력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은을 거리에 던질 것이며 그들의 금은 무
가치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은과 그들의 금도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
출하지 못할 것이다.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 존립의 맨 마지막 40년은 그들의 나라를 완전한 전복으로
끝나게 한 그 국민에게 온 환난의 날, “복수의 날”이었지만, 그들의 진노의 날은 이
름뿐인 기독교계에 다가올 아직 더 크고, 더 광대한 환난의 오직 한 그림자나 전형
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지금부터 확실히 보이게 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총애의 시대에 한 국민으로서, 그들의 과거 역사가 복음시대
의 전형이었던 바와 같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위에 인용한 에스겔의 예언의 앞
뒤 관계들은 그 완전한 성취에 있어서 모든 인류를 포함함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지
만, 왜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 예언들이 다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
전해져야 하고,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예언의 증언(습 1:7-9, 14-18)을 고려합시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
하시고 초대받을 자들을 구별하셨다.(계 19:17과 비교할 것)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벡들과 왕자들과 타국 의상을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날
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광포와 궤휼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약탈자)들을 내가
‘역시’ 벌하리라.” 이것은 이 환난의 때에 부와 권력의 엄청난 전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뿐이 아니라, 현재 조직들을 무너지게 하는데, 이 환난의 때 하늘 (하나님)의 대
행자가 될 그들도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불의한 수단 탓으로, 역시 처벌받을 것도
나타낸다. 다가오는 환난은 모든 계급들을 포함할 것이며, 모든 대중에게 고난을 가
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큰 환난의 불과 폭풍, 그것의 동요와 용해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이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가깝고도 매우 급히 이른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가 심
하다. 거기서 용사가 부르짖고 있다. 그 날은 진노의 날, 고난과 심한 고통의 날, 폭
풍과 황폐의 날, 현재의 곤란뿐이 아니라, 불확정과 전조가 불길한 어두움과 불명료
한 날, 구름(환난)과 광포한 흑암의 날이며, 일곱 번째의 상징적인 나팔소리인 이
일곱 번째 나팔은 이 환난의 날을 통하여 부르며, 여호와의 날의 사건들과 관련되
어 있기 때문에 역시 여호와의 나팔이라고도 부르는 그 나팔소리와, 강하고 견고한
정부들의 불만이 많으며 서로 일치하지 않는 위협인 요새 도시와 잘 축성된 성곽들
을 향하여 외치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리니, 그들이 정녕 어떤 진로
를 추적할지를 모르고 불확정한 상태에서 더듬어 찾는 눈먼 사람처럼 다닐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실재로 그들의 피는 먼지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며, 그들의 살은 똥과 같이 될 것이다. 부가 전에는 안락과 모든 사치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은도 금도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출하지 못할 것이
다. 도리어 그의 열정의 불에 온 땅이 삼켜지리니, 그가 땅의 모든 주민(부유한 사
람들)을 진멸하되 참으로 끔찍하게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습 1:14-18) 이
진멸은 의심할 바 없이 모든 계급의 많은 생명의 손실도 역시 포함해서 말하지만,
많은 부유한 사람들의 파멸은 그들이 다시는 부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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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 날의 환난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언서를 상세하게 추구하려고 시도
하지 않을 것이나, 위에 예언자에서 마지막으로 암시된 견해, 즉 하나님의 열정의
불에 온 땅이 삼켜지는 것을 간단히 추구할 것이다. 이 예언자는 같은 불, 등을 다
시 스바냐 3:8,9에 언급하고 있다. (8절)“너희는 계속 나를 기다려라. 여호와의 말
이다. 내가 노략물을 향하여 일어서는 날까지 기다려라. 내 판결은 나라들(국민들)
을 모으고 그 왕국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왕국)에게 나의 질책을, 나의 모든 타오
르는 분노를 쏟는 것이다.”- 현재 정부들을 반대하는 공통한 관심을 가진 모든 나
라들의 백성을 모으는 것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일반의 안전을 위하
여 왕국들이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환난은 모든 왕국에게 있을 것이며, 모
두가 무너질 것이다. (9절의 계속)“내 열성의 불에 온 땅이 삼켜질 것이다.” -그
때에 왕국들의 파멸 후, 환난의 불 속에 현재 사회질서의 파멸 후,- (9절)“나는 뭇
백성들에게 순수한 말씀(인간의 전통으로 오염되지 않은)인 순결한 언어로 바꾸어
주는 일을 해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열정의 불은 하나의 상징이며, 전 지구를 덮을 환난과 파멸의 격렬
함을 표시하는 강력한 상징이다. 불은 어떤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실재의 불이 아니
라는 것이 그 후에 사람들이 남아있으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서 분명하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암시하듯이, 성인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께 전향하는데 반하여 성도들은 이미 개종(전향)되어 있다는 사실에
서 분명하다.▣
성서 전반에 걸쳐 지구는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 사회를 표시한다. 산은 왕국을
표시하고, 하늘은 영적 지배의 권세를, 바다는 세상의 들떠있는 난폭하고 불만스러
운 무리들을 표시한다. 불은 타는 것이 무엇이든- 잡초, 불순물, 지구(사회적 조직)
나, 그 무엇이든- 파멸을 표시한다. 그리고 유황이 상징적인 불에 부과될 때는 유
황이 파멸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한다. 아무 것도 유황의 가스보다 모든 형태의 생
명에게 더 치명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마음에 두고, 만일 우리가 진노의 날에 대한 베드로의 상징적 예언을
조사하면 그것이 스바냐의 위의 증언과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
할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그 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당하였다는 것입
니다.”- 실재의 지구와 실재의 하늘이 거기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이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불을 실재의 것으로 생각하고, 실재의 지구가 용해될 것이
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논의를 부정하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그들의 이론을 적합 시키
기 위하여 주장하기를,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지구가 용해되고 식은 후에 지구로 돌아
와서 집들을 짓고 살며, 포도원에 심고 그들의 열매를 먹으며, 그들의 손의 일을 오래 즐길
성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몇 년을 상속을 위한 훈련(준비) 기간이라고 생
각하고, 그들의 이론을 따르면, 훈련(준비)이 천년이나 더 많은 해를 지구가 식기를 기다리
는 공중의 경험들 가운데 완전히 잃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잘못
된 생각이며, 우리 주님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비유적 표현들, 비유들, 상징들, 및 수수께
끼들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에서 온 결과다. 같은 잘못생각을 이어, 그들은 이 불 후에
산도 없고 바다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뿐이 아니라, 모든 이것들이 상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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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한 경륜(사물의 제도)이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일한 말씀(‘신의
권위)으로 지금 있는 하늘과 땅(현재 경륜)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어 있으며...”
(벧후 3:6,7) 물이 실재였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불도 역시 실재임에 틀
림없을 것이라고 믿게 하나,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결론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
전은 한 때 실재의 돌로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성전인 교회가 거룩한 성전인
영적 건물로 세웠고, 지상의 물질로 세운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쳐놓지 않는다.
노아의 방주도 역시 실재의 것이었으나, 그것은 다시 사회를 채우고 개조할 그리스
도와 그 안에 있는 능력의 전형이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보이지 않게), 그 날에는 하늘이(현재 공중의
권세 잡은 곧 영의 권위. 사탄이 그것의 우두머리이며 통치자 -엡 2:2) 요란한(치찰
음이 현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질 것이고, 요소들이 심히 뜨거워서 용해될 것이
며, 땅(사회 조직)과 그 안에 있는 일들(교만, 사회 층, 귀족사회, 왕권)이 드러날 것
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불타서 용해되고, 요소들이 심히 뜨거워져 녹아버릴 것입
니다. 그러나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새 하늘(새로운 영적 권세, 즉
그리스도의 왕국)과 새 땅(권력이나 억압의 기반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기반인
한 새로운 기반 위에 조직된 땅의 사회)이 있으니....”(벧후 3:10-13)
사도들 중에 어떤 이들, 그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 요한, 바울은 예언자들이기도
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사도들로서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 이전의 예언자들의
예언들을 해설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대변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
올 일들을 예언하시기 위하여 예언자들로서도 그들을 역시 이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는 앞으로 올 일들이 성취되기에 적합할 때, 적절한 때의 양식을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 적합한 종들이나 해설자
들을 일으키신다. (이 사실에 있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 24:45,46) 사
도들은 예언자들로서,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이 그러했듯이(벧전 1:12,13) 그들의 시절
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오직 대략으로만 이해할 수 있었던 것들을 기록
하도록 감동되었다. 구약성경의 예언자들과 같이, 사도들의 말은 특별히 인도되고
지도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내용이 언제 사용되는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말
씀의 의미의 깊이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명확히 하나님 당신께서는, 예언을 전달하
는 대변자나 매개가 누구든지 간에, 교회를 항상 인도하시고 부양하신다. 이것을 사
실로 깨달음은 하나님의 대변자들 중 몇 사람들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에
더 큰 확신과 신뢰를 갖도록 틀림없이 이끌어 줄 것이다.
예언자 말라기(4:1)는 같은 상징 밑에 주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는 말하
기를, “가마처럼 불타는 날이 오리니, 교만한 모든 자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
이 곡초처럼 되고 말 것이다. 다가오는 그 날이 틀림없이 그들을 살을 것이다. ...그
래서 그들에게 뿌리든지 가지든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자만심과 교만과 억압을 다시 솟아나게 할 수 있는 그밖에 모든 원인은 주의 큰
환난의 날과 그 후 천년시대의 훈련들로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제일 마지막 훈련
은 요한계시록 20:9에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자만심(죄 많고 혐오한 온갖 형태)은 아주 근절하게 되어있고, 모든 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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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파멸하게 되어있지만, 그것은 이 계급 가
운데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음을 하
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공정한 분노의 이 불이 탈 것이지만, 심판자는 어떤
사람들을 소멸하는 불에서 끌어내는(유 23)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도움을 거
부하는 그들만이 그들의 자만심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만심을
그들의 인격의 부분으로 형성하고 있어, 개전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같은 예언자, 말라기(3:1-3)는 이 날을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그는 다시 불의 상
징 밑에, 잘못된 불순물을 없어지게 함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해지
고 축복을 받아, 그에게 가까이 데려오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너희가 기뻐
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가 오늘날을 누가 견딜 것인가? 또한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시험에) 서 있을 것
인가? 그는 정련하는 불같고....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믿는 자들의 전형. 그들 중 제 1 위는 왕 겸 제사장)을 깨끗하게 할 것이
다. 그가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화하리니 그들은 틀림없이 여호와에게 의로운 예물
을 바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바울은 이 같은 불과 주의 날에 믿는 자들을 정련하는 과정을 언급하는데(고전
3:12-15) 상징적인 불이 모든 잘못을 소멸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 믿음의 순화를 가
져오게 할 것이라는 것에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언급한다. 그는 오
직 인정된 기초인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끝낸 일에 믿음을 세우는 그들만을 언급
한다고 선언한 후에 그는 말하기를, “그런데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신의 진리와 대응하는 인격)이나 목재나 건초나 짚(전통적인 과오와 대응하는
불안정한 인격)으로 집(인격)을 짓는다면, 각자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그것이 불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 그 자체
가 각자의 일(벧후 1:5-11)이 어떤 것인지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확실히 가장 편
견적인 사람조차도 영적 일을 시험하는 불은 실재의 불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할 것
이다. 불은 여기에서 목재와 건초와 짚으로 묘사된 상태의 완전한 소실을 묘사하기
위하여 적합한 상징이다. 이 불은 신의 진리의 금,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고, 그리스
도의 속죄물의 희생의 반석 위에 기초를 둔 믿음과 인격의 건축을 소멸하기에 무력
할 것이다.(고전 3:12,13)
사도 바울은 이어 고린도전서 3:14,15절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누구든지 그
위에(그리스도 위에) 건축한 일이 남아 있다면 그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상은
진리를 참된 인격을 발달시키는데 이용하면서 건축하는데 그의 충실함에 비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갑주를 취하면서(엡 6:13) 누구든지 그의 일이
타 버린다면 그는 손실(상의 손실, 불충실함으로)을 입겠지만, 그 사람 자신은 구원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불을 통과한 것 같을 것입니다.” 불에 그슬
리고, 눋게 되고 놀라게 된다. 그리스도의 속죄물의 반석 기초 위에 세운 모든 사람
은 안전하다. 그들의 덮개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전혀 당
황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물의 분명하고 충분한 지식을 받게
된 후에, 그리스도와 그의 일을 고의로 거절하는 그들은 둘째 사망을 받아야 될 것
이다.(히 6:4-8, 10:26-31)

212

연구 15

아직 또 하나의 방법으로 주의 환난의 날이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사도 바
울(히 12:26-29)은 시나이에서 율법의 계약의 시작은 천년시대(그리스도 왕국)의 통
치가 개시될 때, 세상에 새 계약 제정의 전형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가 말하기
를, 전형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실재의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단호히 마
침내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킬 것이다”라고 그는 약속하셨다.(히 12:26). 이것
에 관하여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 ‘단호히’
라는 표현은 만들어진 것으로서 흔들리는 것들을(틀린, 조작된, 참이 아닌) 제거하
심을 뜻합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참되고 의로운 것들만)이 남아있게 하려
는 것입니다”(히 12:27).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게 되어있으니
계속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있도록 합시다. 그것을 통하여 경건함과 외경심을 가
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신성한 봉사를 드립 시다”(히 12:28). 왜냐
하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또한 소멸하는 불“(히 12:29)이시기 때문
이다. 이렇게 이 사도는 다른 데서, 그와 다른 사람들이 불의 상징 밑에 언급하는
것을 여기서는 주의 날의 환난을 상징하기 위하여 폭풍을 이용하는 것을 본다.
같은 사건들이 여기서는 불의 상징 밑에 기술되고 있는 것이 유의된다. 즉 하나
님의 계획, 성품, 말씀에 관한 과오와 세상에 있는 사회와 시민들의 일들의 과오,
등 믿는 자들과 세상사람 모두에게서 오는 모든 허위성들을 휩쓸어 가는 사건들이
불의 상징 밑에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교활한 정의의 적인 사탄의 간교한 술책 때
문뿐이 아니라, 주로 자신의 타락된 욕구를 통해서 인간에게 온 이 날조들이 제거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참으로 좋을 것이다. 그러나 과오들이 휩쓸어 가
게 될 것이라는 것은 관계되는 모두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 대가는
몹시 뜨거운 불, 무서운 폭풍우, 환난의 암흑의 밤일 것이다. 이 암흑의 밤은 결코
흔들려질 수 없는 그 의로운 왕국의 영광스러운 빛남에 앞서 올 것이며, 병에 걸리
고 죽어 가는, 그러나 구속된 세상을 축복하고 고치는 의로운 해가 장려함과 권세
로 빛나게 될 그 천년시대의 영광스러운 빛남에 앞서 올 것이다.(말 4:2와 마
13:43과 비교할 것.)
다윗의 증언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첫 강림에 우리 주님에 관하여 그처럼 많이
예언하시기를 기뻐하신, 예언자 다윗은 환난의 날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소개될 이 환난의 날을 좀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의 기술들 가운데 그는 이
여러 가지의 상징들- 불, 폭풍우, 암흑- 을 교대로 그리고 교환하여 이용하고 있다.
실례를 들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시 50:3)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결코 잠잠
히 계시지 않으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는 일을 하고 그의 주위는 폭풍이 몹
시 부는 날씨가 되는구나.” (시 97:2-6)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렸고, 의와 공정함이
그 보좌의 기초이다. 불이 그를 앞서 나아가며 사방의 적대자들을 소멸하는구나. 그
의 번개가 세계를 밝게 비추니 땅이 보고서 심히 떨었도다. 산들도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아 내렸다. 새 하늘이 그 때에 그의 의를 알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의 영광을 보았구나.” (시 46:6) “나라들은 소란스럽고 왕국들은 흔들렸
으며 그가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구나.” 또 (시 110:2-6) ‘너 주의 적들 가운데서
정복해 나가거라’(2절).....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자신의 분노의 날에 왕들
을 정녕 쳐부수시겠고(5절)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을 집행하시어 시체들이 가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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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리니,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통치자들)를 정녕 쳐부수실 것이다.”(6
절), 또 (시 46:1-5)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쉽사리 찾
을 수 있는 도움이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땅(사회)이 변하여
도, 산들(왕국들)이 흔들려 드넓은 바다(소동을 일으키는 대중이 삼킴) 한가운데로
빠져들어도, 그 물이 거칠어져 거품을 내뿜어도(격노), 그것의 소란으로 산들이 진
동하여도......하나님께서 아침이 될 때에 그를(신부, 충실한 “적은 무리”)을 도우시리
라.” 그리고 같은 시편 6-10절에서, 같은 이야기가 다른 상징으로 다시 진술 되어있
다. “이방이 소란스럽고 왕국들이 흔들렸으며, 그의 음성을 내시니 땅(사회)이 녹았
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산성
이시로다.” 그 다음에, 환난을 지나서 그 환난 기간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가 부언
하기를, “너희는 와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아라.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이방들아, 너희의 이전의 길을 단념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내가 나라들
가운데서 높여지리니, 내가 땅에서 높여지리라.” 그 “새로운 땅”, 사회의 새로운 질
서와 조정은 어느 곳에서나 만물을 지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높일 것
이다.
계시록 저자의 증언
주의 날이 환난의 한 큰 날이며 모든 형태의 악을 파괴하는 날일 것이라는 사실
(그러나 지구를 실제적으로 불태우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님)의 증명으로 또 하나
의 증언은 성경의 맨 마지막의 상징적 예언에서 제공해 주고 있다. 주께서 그의 큰
권세를 잡으시고 왕으로 통치하실 때를 언급하면서 폭풍과 불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나라들이 격분하였으며 여러분의 진노가 이르렀습니다.”(계 11:17,18)
그리고 또 “그의 입에서는 날카롭고 긴 칼이 튀어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
에 찬 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으신다..... 그리고 내가 보니, 야수(상징적)와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을 타신 자와 그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함께 모여 있
었다. 그리하여 야수가 잡혔고, ......거짓 예언자도 함께 잡혔다. 둘 다 산 채로 유황
으로 타는 불 못에 던져졌다.”(계 19:15,19,20)
여기서 우리는 이 상징들 곧 “야생”, “거짓 예언자”, “야수의 형상”, “불 못”, “말”,
등을 고찰하기 위하여 본제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위해서 독자가 다음 권을 참
조하기로 둔다. 이제 우리는 독자들이 큰 상징적 전투와 현재시대를 종결하고 천년
시대를 개시하는(계 20:1-3) 것으로 여기에서 기술된 땅의 포도나무의 수확은 오직
다른 곳에서 상징적으로 불, 폭풍, 흔들림, 등으로 부르던 같은 크고 소란한 사건들
을 포함하는 다른 상징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기 바란다. 요한계시록의
전투와 포도 짜는 기구 표상들에 관련하여 같은 비슷한 표상들로 사건들을 기술하
는 점에 있어서, 요엘 2:9-16과 이사야 13:1-13의 현저한 일치를 유의하십시오. 이
용된 상징적 표상의 여러 가지는 우리를 도와서 그 크고 유의할 만한 주의 날의 모
든 특징들을 더 충분히 이해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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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태

반대당들, 자본가들과 임금직공들이 판단한 현재 형세와 미래의 전망
우리는 여기서 그 날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뒤로 남기고, 우리가 지금 세상의
형세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충돌을 위해 스스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때, 이 현재 세상 형세들에 우선 특히 주의를 기울이려고 한다. 이 충돌은 심한 절
정에 이를 때에 필연적으로 짧은 것임에 틀림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절멸될
충돌이다. 이 전투의 두 경쟁 당파들이 이미 보인다. 부, 오만, 교만이 한쪽에, 그리
고 일반적인 빈곤, 무지, 편협, 불의의 예민한 의식이 다른 쪽에 있다. 이기적인 동
기로 추진된 양쪽은 모두 그들의 세력들을 전 문명세계에 지금 조직하고 있다. 진
리로 기름 부은 우리 눈으로 어디를 보든지, 바다와 파도가 산들을 부딪쳐 이미 거
칠어지고, 치며, 거품을 내 뽑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수가 항상 늘어가고
있는 무정부주의자들과 불만을 품은 자들이 위협하고 노리고 있음을 표시한다. 우
리는 사회의 여러 당파나 요소들 사이에 알력이 예언자들에 의해 기술된 지구(사
회)가 불에 타게 되고, 요소들이 공동으로 발생된 열로 녹고, 무너지게 될 찰나로
급히 이르고 있는 것도 역시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이 논평의 어느 쪽에 가담하고 있든지, 그 자신들의 이익, 습관과 교육
에 반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들에게 물론 어려울 것이다. 부자들은 이 세상의 소유
를 비례적 할당보다 더 많이 가질 권리, 노동과 모든 상품을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그들의 노력의 보수에 권리, 비록 다른 사람이 경제적
사정으로 생존의 필수품 모두를 가지고서라도, 편함이 조금 있는 생존을 겨우 끌고
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지성을 써서 그 자신들의 수익을 만들고,
그들의 축적된 부를 늘리도록 그들의 실업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느낀다.
•그들(부자들)은 이렇게 추론한다. “그것은 부득이하다. 수요공급의 법칙이 작용
해야한다. 부와 빈곤은 세상에 언제나 있었다. 그리고 만일 아침에 부가 균등하게
분할된다면, 어떤 사람은 방탕이나 낭비로 밤이 되기 전에 가난해지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더 주의 깊고 분별이 있어 부유할 것이다. 그밖에 그들은 유효하게 논할
것이다: 보다 지력 있는 사람들이 수입과 어떤 이익의 기대가 있는 경우 외에는, 큰
손해의 염려를 무릅쓰고 수천인을 고용하는 거대한 사업을 떠맡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기술공과 인부는 이에 반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1) 노동계급은 어느
다른 때 이상으로, 오늘날 많은 편의를 즐기고 있고, (2) 임금이 더 많다. 따라서 더
큰 안락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 즐기는 점에 있어서, 그것은 단지 어느 정도 오
래 금해왔던 권리이며, 그것은 우리시대의 발명, 발견과 점점 증가하는 지식, 등의
편의의 한 몫을 이렇게 당연히 끌어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우리는 노동을 명예스러운 것으로 인정하며, 좋은 관념, 교육, 정직과 원리와 동
반되면 어느 직업에 못지않게 명예스럽고, 똑같이 많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에 반하여,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재능과 직업이 무엇이든 간
에, 게으름은 모든 인간에게 수치이며 불명예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가치가 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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맙게 여기게 되는 모든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어야 된다. 그
러나 지성적, 사회적, 재정적으로 우리 현재의 개량과 진보를 여실히 알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고용주 편에서 인간의 의도의 결과라기보다, 오히려
주위의 사정들의 결과라는 것을 여실히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인류의 개량
된 상태는 특히 과거 50년의 지성, 발명, 등의 큰 증가의 결과라고 본다. 이것들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자본뿐이 아니라, 노동이 조수의 파도로 올려져, 더 높은 수
준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만일 밀물이 계속 불어나, 모두에게 이익을 주리라는 전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만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걱정스럽고 불안스럽다.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을 본다:
(1) 밀물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2) 밀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
가운데 높이 올려 져서, 마치 선박이 해면에 굳게 그리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음과
같이, 편안하고 호사스럽고 풍부함에 고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대중은 아직 이렇게
안정되거나 보증되어 있다고 하기보다, 지금 약해지고 있는 썰물의 저류 때문에 여
전히 낮거나, 더 낮은 경지로 이끌려가고 있는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 그러므로 너
무 늦기 전에 우리의 현재 상태와 그 이상의 발전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
인가를 붙잡고 싶어 한다.”
“이 내용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기술공과 인부들)는 모든 인류가 현대
의 축복을 광범위하게 나누어 왔지만, 사업의 더 큰 재능의 이유로나, 상속이나, 사
기행위와 부정행위로 수천 수백만 달러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 이
상으로 이 이익을 보고 있을 뿐이 아니라, 기계의 발명으로 도움이 되어, 그들은 임
금 노동자 봉급의 감소에 대한 비율로 그들의 부의 증가 비율을 지속할 수 있는 위
치에 있다. 노동절약을 위한 기계류, 등과 겸하여 증가하는 독점사업의 세력에 대비
하여 증가하는 기술공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 수
요 공급의 냉혹한 법칙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우리가
보호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추구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기보
다는 임박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인구에 대부분은 자연 증가와 이
민으로 나날이 그 수가 더한다. 그리고 나날이 노동 절약을 위한 기계류가 증가하
고 있다. 그러므로 나날이 직업을 찾는 수는 증가하고, 그들의 봉사의 수요는 감소
한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추세가 끊임없이 허용된다면, 수요공급의 법칙이 노동
의 경향을 머지않아 1 세기 전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며, 우리 시대의 모든 이익
을 자본가 손에 남길 것이다. 우리가 피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
다:”
•(저자) 많은 참된 축복의 궁극적 경향이 현명하고 공정한 법률로 제지하지 않
는 한, 위해의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오랜 동안 보았다. 그러나 잇따라 일어나는 발
명 속도와 이 노동 절약을 위한 기계류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증가된 노동
의 수요가 너무 커져서, 궁극적인 결과가 지연되었으며, 대신, 세상은 “벼락 경기”물가, 임금, 부, 신용대부(부채)와 사상의 인플레이션-를 누렸다. 이로부터 반작용
이 지금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에, 원래는 다섯 사람이 할 수 있던 일과 같은 양의 일을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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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하는 것이 가능케 하는 온갖 종류의 경작기구들이 막대한 양으로 생산되었다.
이것은 두 배의 효과를 낸다: 첫 째로, 세배만큼의 농지가 경작되어, 다섯 노동자들
중, 세 명에게 일을 줌으로서, 고용되지 못한 다른 두 명을 다른 노동을 위해서 경
쟁시키는 것이고, 둘째로, 고용된 세 명은 기계를 이용함으로서 기계 없이 열다섯
명이 할 수 있는 양의 대 수확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비슷한 현대의 발명으로
같거나 더 큰 변화들이 다른 분야에서 일어났다. 예를 들면, 제철 제강업이다. 그것
의 발전이 대단히 거대하여, 이전에는 약 열 두 사람이 일한 만큼의 분량을 현재에
는 기계류를 사용하여 한 사람이 성취하는 것이 가능케 하는 사실이지만, 고용인들
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 그 결과들 중에 하나는 아주 머지않아, 이 광범한 생산력
은 현재의 막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클 것이며, 수요는 증가하기를 계
속하기보다 아마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현재 필요 이상, 철도로 빠르게
공급되고 있으며, 철도들의 매년 수선작업은 아마도 현재 철도회사들의 절반 이하
의 수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치 못할 구제책
이렇게 자본과 노동에 때때로 게으름을 일으키는 과잉생산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로 하여금 필수품들과 사치품들을 모으게 하고, 그 결과
과잉생산을 얼마간 구제할 고용이 모자라게 되는 독특한 상태와 우리는 접촉되어
있다. 그리고 과잉생산과 고용의 부족 양쪽을 향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중에 있고,
어떤 종류의 구제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과 모순적인 경향을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사회, 경제의 달인이 그 구제책을 찾아 제시하고 있으나,
경제적 불균형 사회의 사람들은 그 구제책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임금 노동자들이 계속 말하기를, “그러므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시작할 때,
경쟁은 자본과 기계류에서 이익을 상당히 줄이고 있다는 것과 세계를 통하여 그들
의 이익을 줄이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익 대신, 실제 상실로 부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반사 작용으로 (벼락 경기)와 통화팽창
으로 대중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기보다는 가장 이익을 본 계급이 가장
손해를 입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한다.
•(저자)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로, 임금 노동자들은 가능하면 입법으
로, 아니면 어떤 이유로나 대중의 발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대중의 관심이 보호
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강제로 그리고 무법으로 다음의 결과들을 얻으려고 움
직이고 있다:
(1) 임금의 감소 없이 노동의 숙련과 어려움에 비례하여 노동시간이 단축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의 증가 없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그래서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구매수단을 급여함으로서 다가오고 있는 과잉생산을 균등하게 하
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2) 현재 비율보다 훨씬 적게 돈에 이자율을 고정시키고 제한할 것과 따라서 차용
인이나 빈곤한 계급에 대해 대주의 관용을 강요하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만일
대주들이 이 제안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자본이 무익해지거나 묵혀질 것이다.
(3) 철도는 그들의 종업원인 정부 공무원으로 운영된 국민의 재산이 되게 하거나,
입법을 조치하여 철도의 자유와 요금, 등을 제한하고, 공중에게 더 낫게 봉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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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식으로 철도의 운영을 강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철도는 여러 다른 부문의 상업에서 경험한 일반 가치의 감소를 따
르기 위하여 자본을 삭감시키는 대신, 인플레 된 가치의 기간동안에 부설된 철도는
자본의 실제적 증가 없이, 원래의 대 자본 주식을 2배나 3배로 증가시켰다. (보통
자산규모를 과대평가해서 발행되어 그들의 주식에 물 타는 것이라고 부른다.) 그래
서 큰 철도회사들은 이 철도들을 오늘날 새로 부설하는 가격에 평균 4배가되는 주
식과 사채발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배당금을 지불하기에 애쓰고 있다. 결과적으
로 일반 대중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농민들은 값비싼 운송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들은 가끔 곡식을 연료로서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
래서 농민의 이익에는 소득이 없이 국민들의 식품가격은 더 비싸다.
(4) 철도회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주에게 그들의 현재 실재
가치에 약 4%의 배당금을 지불하고, 지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듯이,
합동으로 협정을 맺음으로 경쟁을 방지함으로서, 그들의 현재 주식 가치의 3배나 4
배에, 4%에서 8%를 지불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술 직공들은 다음 점들은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 물탄 철도주식과
다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투자한 자본의 이익의 감소가
불쾌하게 보이고, 이를 뽑아내는 것 같을 것이다. (2) 그들(주식 소유자들) 은 국민
이 허용한 특허를 사용하는데 대한 그들의 권리들(?), 국민에게서 허위 가치평가에
근거한 막대한 이익을 빼내는데 대한 그들의 권리들(?)이 심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3) 기술 직공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것에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기술 직공들)는 다음과 같이 느낀다: (1) 그들(주식 소유자들)은
일반대중이 매우 관대하여, 그들에게서 이미 얻은 수백만 달러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2) 대중은 축복이 있는 오늘날의 축복을
보다 균등하게 같이 나눌 때가 왔으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에게서 얻
은 돈과 권력으로 살이 찐 모든 욕심 많은 주식회사는 억제되어, 적당한 가격으로
일반 대중을 봉사하게 법으로 강요하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들을 대중에게 확보할 수 없다. 그
러므로 자본을 대표하는 대 주식회사들은 큰 범위로 축복과 이익이 되고 있지만 그
들은 이익의 한계점을 지나, 국민들의 주인이 되고 있으며, 만일 억제되지 않으면
임금직공들은 빈궁과 노예상태로 곧 전락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다.
대체로 모두 부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주식회사들은 미국의 일반 대중에 대하여, 대
브리튼과 모든 유럽의 귀족들이 거기에 있는 대중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관계
를 재빨리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단지 미국의 주식회사들은 더 강력하다.”
임금직공들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직
이 필요하다. 우리는 대중의 협력이 있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큰 세력과
영향에 항거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조합, 등으로 조
직한다 할지라도, 우리 목적이 어느 계급에 대한 무정부 상태나 불의라고 해석해서
는 안 된다. 국민 대중인 우리는 부와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적당한 제한을 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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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 자신의 권리와 우리 자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다만 바랄 뿐이다. 그들
의 부와 권력이 억제되지 않으면 우리를 짓밟을지 모르며, 올바르게 이용되고 억제
된 부와 권리는 모두에게 보다 일반적인 행복이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그들은 결
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황금률을 강요하겠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눅 6:31)
• (저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은 만일 적당하고 정당한 수단이 현실화하
면, 만일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현재 재산으로 만족하고, 대체로 큰 국민대중과
모든 계급의 상태의 영구한 향상에 협력하면, 만일 임금직공들이 정당한 수요액에
만족한다면, 만일 사랑과 정의의 황금률이 이렇게 실행될 수 있으면, 행복할 것이
다. 그러나 인간은 현 상태에서 강요 없이 이 법칙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기술 직공들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온건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다소 있지
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고 그들의 관념과 요구가 모든 이성을 벗어나 극단적이고
불의하고 거만할 것이다. 자본가 측이 양보하면, 할 때마다 그러한 요구들과 관념들
이 더해질 뿐일 것이다. 그리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거만과 지배는 두 배로
가혹하다는 것을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가운
데도 그렇다. 다소는 노동계급층에 충분히 동정하여 필요한 개혁들을 점진적으로
초래할 그러한 조정들을 함으로서 그들의 동정을 기꺼이 실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와 같은 사람들은 매우 소수이고, 주식회사의 운영에 있어 전혀 무력하고, 또 사기
업에 있어서 대부분이 무력하다. 만일 그들이 상인들이나 제조업자들이라면 그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그들의 임금을 올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경쟁자들이
상품을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신들과 그들의 채권자와 고용
인들에게 재정상의 재난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의 큰 환난의 필연적인 원인을 알고 있다. 이기심
과 그 자신들의 이익 외에는 모두에게 무감각이 문제의 양면에 있는 대다수를 지배
할 것이다. 임금직공들은 그들의 이익을 조직하고 단일 화 할 것이나, 이기심이 연
합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원리 때문에 주로 자극되고 있는 각각은 그 방향으
로 계획을 세우고 반란을 꾀할 것이다. 알지 못하고 거만한 대 다수가 지배권을 획
득할 것이며, 우수한 계급은 그들의 지성이 조직한 것을 저지하기에 무력하게 될
것이다. 자본가들은 그들이 더 양보하면 할수록 양보가 더 요구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들은 이윽고 모든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결심할 것이
다. 반란이 결과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대체로 불안과 불신으로 자본을 공과 사기업
에서 회수할 것이며 기업의 불경기와 재정적 공황이 뒤따를 것이다. 이 수단으로
실직된 수천 명의 사람들은 마침내 절망 상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법과 질서는 쓸어버려질 것이다. 산들이 그 폭풍의 바다에 삼켜질 것
이다. 이렇게 사회적 땅은 용해될 것이며, 정부의 하늘(교회와 국가)은 사라질 것이
다. 교만한 모든 자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곡초처럼 되고 말 것이다.(말 4:1)
강력한 사람들이 비통하게 울 것이고(사 33:7), 부유한 사람들이 울며 부르짖을 것
이다.(약 5:1) 두려움과 비통이 모든 대중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현명하고 선
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예고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예상 때문에 사람들은 기절하게 된다.(눅 21:26)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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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걸치는 파열에 있어서 (모든 교파들을 포함하여) 이름 뿐의 교회는 점진적으
로 정부들과 부유한 사람들 쪽에 더욱 더 다가가게 되고, 백성의 많은 영향력을 잃
고, 마침내 정부들과 함께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불타고 있는 하늘은(교회의 지배)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질 것이다.(벧후 3:10)
이 모든 환난은 단지 세상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매우 현명하게 잘 계획하고 조정
할지 몰라도, 무지함과 이기심이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앉아 지배하는 한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익함을 증명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준비할 것이다. 그 환난은
모두에게 다음 사실을 확신시킬 것이다: 어려움을 바로잡는 오직 가능한 방법은
강하고 의로운 정부를 세움으로, 모든 계급을 정복하고, 호의적인 영향 밑에서 인간
의 돌 같은 마음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으로 바꿔질 때까지 의로움의
원칙을 실시함으로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 날의 환난의 징
계와 교훈으로 안내하시는 그리스도의 천년통치와 천년통치를 통하여 모두를 위해
서 성취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겔 11:19, 36:25,36, 렘 31:29-34, 습
3:9, 시 46:8-10)
비록 이 환난의 날이 인간의 타락되고 이기적인 상태의 자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결과이며, 소수를 제외하고는 경험과 강제가 복종을 강요할 때까지 모두가 그의 율
법과 지시를 무시하리라는 것을 미리 아신 여호와께서 환난의 날을 완전히 예견하
시고 선언하신 것일 지라도, 다가오는 정세를 깨닫는 모두는 스스로와 그들의 일상
용무를 적절히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온유한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리
스도의 몸뿐이 아니라, 세상의 겸손한 사람들에게 말한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의
판결(그의 뜻)을 지켜 행하는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아, 의를 찾고, 온유함을 찾
아라. 혹시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습 2:3) 아무도
그 환난을 완전히 피하지 못할 것이나, 의로움을 찾고 온순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나을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사건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
환난과 그 결과에 대한 성경의 설명도 역시 음미하게 할 정의에 대한 그들의 공감
뿐이 아니라, 그들의 사는 방법, 그들의 생각과 행위의 습관들이 모두 서로 겹쳐 그
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고생을 덜 하게 할 것이다. -특히 괴롭히는 공포와
전조들로 야기되는 고통.
주의 날에 있는 사건들의 추세는 성서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
우 속기 쉽게 될 것이다. 과거의 여러 긴 시대와 그 여러 시대의 더딘 시행에 비교
하여, 주의 날은 불이 겨를 태우는 것(습 2:2)처럼 갑자기 올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에 관한 모든 기록된 일들이 24시간 내에 성취되리라고 예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 기대하는 것처럼 맑은 하늘에서 번개 불처럼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것은 도적이 예기치 않은 때에 드는 것과 같이,
주의 날의 다가옴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살며시 관찰되지 않게 올 것이
라는 의미이다. 이 날의 환난은 경련 하는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 환난은 그 날이
닥쳐 올 때 마지막의 경련 때까지 보다 빈번히, 보다 격심해지는 연속적으로 일어
나는 경련일 것이다. “임신한 여자에게 닥치는 진통처럼”(살전 5:2,3)이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 고통의 완화는 오직 사물의 새로운 질서인
권력과 이기심 대신에 정의와 사랑이 법이 될 의가 깃들여있는(벧후 3:10,13) 새
하늘(그리스도의 영적 지배)과 새 땅(재편성된 사회)의 탄생과 더불어만 올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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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새 시대의 노동의 진통들이 현 정치기구에 제기될 때마다 그 기구의 힘과 용
기는 더 작아지고, 고통은 더욱 심해짐이 발견될 것이다. 사회의 의사(정치 경제학
자)가 고통의 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돕는 것이고, 불가피한 출생의
경과를 현명하게 지도하는 것, 즉 그 대 사건(환난의 날)에 대비한 길을 점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원하더라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께서 대 사건(환난의 날)이 실현될 것이라고 공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
회의 의사들은 실제의 병, 그 상황의 필요성과 긴급함에 대해 전혀 모를 것이다. 이
의사들은 억압적인 조처를 기도할 것이다. 환난의 각 발작이 경과할 때마다 그들은
저항적인 수단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황을 이용할 것이며, 그 때문에 고통이
증가될 것이다. 그들은 그 출생을 오래 미루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의 의료과오는
그들의 환자의 죽음을 재촉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물의 낡은 질서는 새로운 질서를
낳는 진통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제안한 강력한 상징을 제쳐놓고 명백히 이야기하기로 한다. 자본과
기계의 지배에서 해방을 위한 대중들의 노력은 미숙할 것이다. 몇 번이고, 대중들이
억지로 헤치며 나아가서, 그들에게 너무 적게 성장하는 “수요와 공급”의 굴레와 한
정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한다고 해도, 계획과 조정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할 것이다.
각 성공하지 못한 시도는 드디어 단체들과 정부들을 현재 제한하는 권력이 그것의
최대 한정에 이르고, 사회조직체의 기반이 산산이 깨어지고, 법과 질서는 자취조차
없어지고, 널리 보급되어 있는 무정부 상태가 “나라가 생긴 이래 그때까지 있던 적
이 없는”(단 12:1), 그리고 그 후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고난에 대하여 예언자
들이 예고한 모두를 일으킬 때까지, 사물의 새로운 질서를 그것의 현재 한정이내에
유지시키는 능력에 대한 자본의 신임을 증가할 것이다. 부언 된 보증(마 24:21)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바로 적절한 때에 장막이 제거되고 빛이 들여짐
이집트와 이집트 국민들에게 내린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구출은 모세가 상징한 모
세보다 더 위대한 자의 손으로 세상의 다가오는 해방을 예증하는 것 같다. 그것은
사탄과 죄와 과오로 인간을 속박하기 위해서 그가 고안한 모든 매개적 수단에서 구
원이 될 것이다.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이 제거되자마자, 완고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듯이, 주의 날의 고통에서 일시적인 완화도 어떤 사람들을 완고하게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국민들이 이스라엘에게 말했듯이 그들은 빈곤한 사람
들에게 “너희가 게으름 피우고 있어!” 그래서 불만해 하지! 라고 말하고, 아마 이집
트 국민들과 같이 부담을 늘리려고 시도할 것이다.(출 5:4-23) 그러나 마지막에는
파라오(Pharaoh)가 마지막 재앙의 한밤중에 행동했듯이, 완고한 사람들은 그들이
오래 전에 빈곤한 사람들에게 더 관대하게, 더 현명하게 행동하기를 바랄 것이다.
(출 12:30-33) 유사점을 더욱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를 상기 한다: (1) 주
의 날의 환난들을 “분노의 일곱 대접”이나 “마지막 일곱 재앙”이라고 부른다. (2)
모든 산(왕국)을 사라지게 하는 큰 지진(혁명)은 일곱 재앙의 마지막 재앙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계 16:17-20)
이 환난의 날에 관한 또 다른 고려는 그 환난의 날이 바로 그 적절한 때(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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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절한 때)에 왔다는 것이다. 그 증거는, 이 책의 다음 권에 신약성경의 예수님
과 사도의 예언가들뿐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율법과 예언의 증언들에서 예증되어
있다. 그 증거는 환난의 날이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천년통치의 초기에 있게 된다는
것이 연대순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한 틀림없이 보여주고 있다. 환난을
촉진시키는 것은 천년시대에 다가오는 회복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예비이다.
악의 6천년 중간시기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의의 강력한 정부의 설립할 지정된
때까지, 만일 타락한 인간에게 이 현재 노동 절약하는 기계가 더 일찍 이루어진 발
달이나, 딴 방법으로 한가한 시간을 많이 주었다면, 그들에게 절대 피해가 되었을
것이다.
경험이 “게으름은 죄악의 어머니다”라는 격언을 생기게 했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
의 지혜를 증명해 준다. “너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빵을 먹
을 것이다.”(창 3:19)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같이, 자비롭고 지혜로우며, 그
의 피조물의 궁극적인 이익을 위해서이다. 우리가 이미 증진하는 것을 보고 있는
주의 날의 환난은 하나님의 계획의 지혜를 확증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바와 같
이, 환난의 날은 노동 절약의 기계로 과잉생산 한 결과와 여러 가지 사회의 요소들
의 주요부분이 각 부분에서 생기는 이기심으로 그 자신들을 새로운 환경에 순응하
기에 무능력함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의 증명
이것이 사물의 새로운 질서의 소개를 위한 하나님의 적절한 때임을 증명하는 반
박할 수 없는 논의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때에 예언하신 결과들
과 더불어, 무지함의 장막을 제거하시고, 지성과 발명의 빛을 점진적으로 인류에게
비춰주시고 계시는 것이다.(단 12:4,1) 만일 지식이 더 이르게 왔더라면, 그 환난은
더 이르게 왔을 것이며, 사회가 사회의 폭풍과 용해 후에 재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기에 의가 널리 보급되고 깃들어 있는 새 땅(사회 제도)이 아니라, 죄와
사악이 지금보다 더욱 더 그득한 새 땅(새 제도)이었을 것이다. 노동절약 기계의
공평한 분할은 조만간 노동시간을 점점 더 짧아지게 했을 것이다. 따라서 본래의
보호에서 풀려, 타락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은 그의 자유와 시간을 정
신적, 도덕적, 신체적 향상에 사용하지 않고, 과거 역사가 증명하듯이, 경향은 방탕
과 사악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장막이 부분적으로 제거되고 있음은 인류를 위해 수천 가지의 편리한 도구
를 준비해 두고 있으며, 따라서 회복시대 시작에서부터 이따금 무덤에서 깨 일어날
동료들을 먹이고 입힐 것을 준비하는 시간뿐이 아니라, 교육, 도덕, 육체의 발달을
위한 시간을 주게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장막이 부분적으로 제거되고 있음은 인류
에게 이익이 되게 될, 바로 그 때에 환난의 때를 밝힌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것
(장막이 제거됨)은 하나님의 임명에 따라, 모두를 구원하신 그가 철봉의 엄한 지배
로, 그들이 원래의 완벽과 영생으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조력과 더불어
인류를 축복하기 시작하게 되는 천년 기 바로 시작 때, 인류에게 자치하기에 무능
함을 깨닫게 하는 교훈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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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의 의무와 특권

환난의 때에 성도들의 상태와 그것에 대한 그들의 타당한 태도
이 환난동안에 성인들의 의무와 지금 현저하게 대두되는 두 대항하는 계급들에
대한 그들의 올바른 태도에 관하여 한 중요한 질문이 일어난다. 성도들 중 얼마는
이 불타는(벧후 3:10) 기간의 적어도 잠시간 아직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이 가
능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 빵과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명료하게
약속되어있지만, 그들의 태도는 그들이 기적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고를 받았으므로, 세상에 그득 찬 걱정과 절망적인 공포를 느
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다를 것이다. 그들은 환난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전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예비라는 것을 알아보고, 모든 환
난 중 줄곧 기뻐하고 위안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시 91과 사 33:2-14, 15-24에 강
력히 진술되어있다.
따라서 신의 보장으로 위안을 받고 은총을 입었으므로, 성도들의 첫 의무는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일반적인 환난과 불만가운데서, 그리고 성도들이 환난을 함
께 경험하고, 그 밑에서 고생하는 바로 그 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말씀에 예언하신
영광스러운 결과를 예상하여, 희망을 안고 있고, 즐거워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있다
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족과 더불어 이 경건한 정성은 큰 이득의 수단이다”라고 썼다.(딛
전 6:6) 이 말이 언제나 참말이었지만, 주의 날에 불만이 모든 세상계급들 가운데
주된 병일 때, 그것은 두 배의 힘을 가질 것이다. 이 불만을 가진 세상계급들에게
성도들은 주목할 만한 예외가 되어야 한다. 불만이 그처럼 만연된 적이 전혀 없었
다. 그러나 인간이 그처럼 많은 호의와 축복을 즐긴 적이 없다. 우리가 어디를 드려
다 보든지, 그 모든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조차도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편의
와 호화로 가득 찬 부유한 사람들의 대 저택이나, 취미, 안락, 예술과 사치의 형적
을 나타내고 있는 절약하며 절제하는 임금직공의 안락한 가정이든, 어디를 드려다
보든지, 모든 방면에 있어서, 현재의 풍부한 공급은 창조 이래 모든 다른 시대를 훨
씬 초과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행하고 불만해 있다. 그 사실은 이기적이고 타락된
마음의 욕구는 한도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기심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
에 우리가 내다 볼 때, 모든 세상이 미친 듯이 부를 추구하고, 돌진하고, 부여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 몇 사람만이 성공적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질투하고 못마땅해 한다. 그래서 모두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불만족하고 비참해 한다.
그러나 성도는 그 투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한다. 성도의 헌신의 서약은 더
높은 하늘의 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매달리고, 달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과 사도들의 행로와 본보기에 유의하기 때문에 세속적 야망을 단념하고 알맞고
필요한 것들을 장만하는 것 외에는 세속적인 것들을 위해서 노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경건한 정성과 더불어 만족이 있다. 그들이 야망이 없어
서가 아니라, 야망을 하늘 쪽으로 돌려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하나님께 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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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케 되기 위한 노력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마 6:20, 눅 12:21)
위에 말한 것과 하나님말씀 가운데 드러난 그의 계획의 지식 때문에 그들은 이세
상의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만족해하고 있다. 이들은 즐겁게 노래
를 부를 수 있다.
“내가 무슨 운명을 받아도 만족한다.
나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아 슬프도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이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득한 불만에 빠져 들어가 있으며, 주님의 발자취를 떠나서 그들
이 달성하건 못하건 세속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불만을 함께 나누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지도 못하는 만족과 평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그들의 장래를 거는
무모한 모험을 하며, 세상의 길을 좇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의 즐거움을 스스로 잃
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에게 탐욕의 투쟁과 자만심과 불만을 버리고 더욱 높은
부유함과 그 더욱 높은 부유함이 주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촉구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짐하여 말한다.
“확실히, 자족과 더불어 이 경건한 정성은 큰 이득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아무것
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다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
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
해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성공하거나 못하거나 유혹과 덫과 여러 가지
무분별하고 유해한 욕망에 빠집니다(침몰한다). 그것들은 사람을 멸망과 파멸에 빠
뜨립니다. 돈을 사랑함은 부유하건 빈곤하건 온갖 해로운 일의 뿌리입니다. 어떤 사
람들은 이 사랑을 추구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인도되었으며, 많은 고통
으로 온통 자기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
하십시오, 도리어 의와 경건한 정성, 믿음, 사랑, 인내, 및 기질의 온화함을 추구하
십시오.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굳건히 잡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한 공개적 선언을 하였
습니다.”(딛전 6:6-12)
만일 성도들의 본보기가 이렇게 만족과 즐거운 기대와 현재의 시련을 다가오는
좋은 시대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기꺼이 하는 순종의 하나라면, 그러한 산 본보
기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교훈들이 된다. 그 본보기 위에, 성도들 주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들의 권고는 그들의 믿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기름과 병을 고쳐주는 향유의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시대가
오는 것을 지적해 주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에게 전도하고, 현재의 환난
의 실제의 원인과 유일한 구제책을 보여 주기 위해, 알맞은 때를 이용하여야한다.
(눅 3:14, 히13:5, 빌 4:11)
가엾은 세상은 실제의 병뿐이 아니라, 환상의 병과 특히 인간을 괴롭히고 걱정케
하는 이기심과 자만심과 야망 때문에 오는 불만을 만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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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문제의 양면을 볼 수 있는 한, 기꺼이 듣고자 하
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준
비하신 많은 축복을 그의 적절한 때 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져오게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권고해 줍시다.
실제나 공상의 상처와 과오를 자세히 조사하고 자극함으로서, 우리가 도움을 주
고 축복해야 할 사람들을 해쳐서, 따라서 그들의 불만을 늘리고, 그러므로 그들의
불안을 퍼뜨릴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 속죄물의 기쁜 소식과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올 축복들을 전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성취함
으로서, 우리는 왕국의 참된 포고자들 (왕국의 평화의 대사들)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록된 바, “산(왕국)위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 평화를 널리 알리는 (그리스도
의 몸의 마지막 구성원들인) 그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사 52:7)
“여호와의 날”의 환난들은 좀처럼 주지 않는 다가오는 행복의 기쁜 소식을 전도
할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상처들을 감아주고, 위안과
기쁨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
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노동이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 왜냐하면 주께
서 땅에서 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주자들이 의를 배울 것이기 때문이다.(사 26:9)
하나님의 자녀들의 동정은 하늘 아버지의 동정과 같이, 대항하는 계급의 사람들
이 옳게 되고 관대하게 되기를 바라나, 그들의 노력들이 그들의 타락된 천성의 약
함뿐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환경, 다른 사람들과 친밀함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함 때
문에 막히고 방해받는 대항하는 계급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동정해야 하지만, 하나
님의 자녀들은 노예 신분에서 무슨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애쓰며 신음하는 피조물에
게 주로 동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계급에 속하든, 거만하고 만족을 모르
는 욕구와 노력을 기울이는 부류에게는 동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어조는 침착
하고 합리적이며, 원칙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평화를 위한 것이라야
한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과 정치나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그들
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언한 해결 이외에 아무런 참된 해결이 없다는 것을 기억
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신한 사람들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먼저 (1) 그들이 여호와
의 병거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게 하는 것과 (2) 그 다음에는, “굳건히 서서 하나님
의 구원을 보라.”(출 14:13)는 것을 확인해야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 투쟁에 참여
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다른 매개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
는 의미에서이다. 그러한 모든 것들에 개의치 않고, 그들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모든 계급을 위한 유일한 구제책이며, 그들의 유일의 소망인
것으로 그 자신들의 사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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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맺는 사고
-진리를 위한 우리의 의무
-그것의 대가, 그것의 가치, 그것의 이익

진리를 위한 우리의 의무
전 여러 장에서 우리는 자연의 빛이나 계시의 빛이나, 다음 사실들을 분명히 증
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1) 지성과 지혜를 소유하시고, 전능하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라는 것. (2) 그는 모두의 최고이시며 정당한 주시이
라는 것. (3) 유생물과 무생물 모든 피조물은 그의 지배에 종속되고 있다는 것. (4)
성경은 그가 인간에게 기꺼이 드러내시는 한에서, 그의 성품과 계획의 계시라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사악이 지금 창조주의 상당한 수의 피조물 가운데 우
세하고 있지만, 사악은 오직 제한된 기간과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목표
하신 현명한 결과를 위하여 묵인하심으로 존속한다는 것과 어두움이 현재 땅을 덮
고, 흑암이 사람들을 덮고 있지만,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빛이 모든 흑암을 없애
고,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차게 될 것이라는 것.(사 60:2)
우리가 이해한 것은 그의 위대한 계획은 여기까지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 시
대를 필요로 했다는 것과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아직 또 하나의 시대가 필요하다
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을 거의 잊으신 것으로 보인 과거의 전 암흑시대
에, 그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불가사의한 일들이 인간에게서 현명하
게 숨겨졌지만, 그들의 미래의 축복을 위한 그의 계획은 조용히 그러나 웅대하게
성취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또 이해한 것은 세상에 지금 날이 새려고 하는 그 날(시대)은 세상의 재
판(시험)의 날이라는 것과 모든 이전의 예비는 인류가 개인들로서 영생을 위한 시
험을 받게 될 때,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되도록 호의적인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6천년의 긴 기간은 인류의 수를 크게 증가 시켰으며, 인류들이 사악의 지배 밑에
서 받은 타격과 고통은 그들이 재판을 받게 될 때에 크게 유리하게 될 경험을 그들
에게 주었다. 전체적으로 인류가 비록 6천년동안 고통을 겪도록 이렇게 묵인되어왔
지만 그래도 개인들로서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경주 코스를 짧은 몇 해 안에 달렸
다.
우리가 본 것은 인류가 이 필요한 단련을 받고 있는 동안, 그 적절한 때에 하나
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과 인류 대부분은 굴
욕 상태에 있는 구속자를 인식 못했으며,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으신 이가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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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오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을 수행하실 때 함께 나누는 왕국의 명예를 받을 두 무리를 과거 여러 시대동안 선
택하고 계시다는 것과 선택받은 이 두 무리들은 하나님 왕국의 두 가지 면을 구성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언자들에게서 배운 것은 이 왕국이 땅에 곧 설립하게 되어있다는 것과
왕국의 현명하고 올바른 행정 밑에 세상 모든 가족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가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가장 호의적인 기회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그들이 구속함을 받은 결과로, 거룩함의 대로(사 35:8)가 나서, 주님의
구속된 사람들(모든 인류 -히 2:9)이 그 대로에서 걸을 수 있다는 것과 그 대로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상당히 쉽게 만들
어진 공중의 통로이며 모든 걸림돌들은 치워지고,(사 62:10) 모든 유혹과 꼬임과
함정도 치워질 것이며, 완벽과 영생을 얻는 길로 가는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심판이나 직권은 여호와께서 세상의 판사(통치자)로 임명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시는 굴욕 상
태가 아니라,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시고, 다시는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
라, 세상을 의로 재판(통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공판은 판사가 판사석에 앉고,
그 전에 큰 준비는 있을 수 있지만, 고정된 시간에 개회중일 때까지 결코 시작할
수 없다. 그 때에 왕이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고, 그 앞에는 전 세계 국민이 모일
것이며, 그는 성서의 책들을 그들에게 밝혀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충
만하게 하면서, 그 시대에 그들의 행함에 따라 그들을 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
든 호의와 도움 밑에서 그들의 행동에 따라, 그는 그들 중에 누가 천년시대 후에
올 영광에 넘치고 기쁜 끝없는 시대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가를 결정할 것이다.(마
25:31, 계 20:11-13)
우리가 본 것은 그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기 위한 메시아의 재림은 모든 인간계급
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 사건이고, 완전히 이해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올 대 사건이라는 것과 그의 재림은 주님의 헌신한 성도의 “적은 무
리”가 기뻐할 가장 큰 이유가 있는 날이고, 약혼한 처녀 교회가 기쁨으로 신부 곧
양의 아내가 되는 기쁜 날이며,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의 팔에 기대어 광야에
서 올라와서(아 8:5) 그의 영광스러운 상속에 참가하는 기쁜 날이고, 그 머리와 더
불어 영광을 입은 참된 교회가 신의 권위와 권능을 부여받게 되고, 세상을 위하여
완전한 만유의 회복의 결과를 가져올 위대한 일을 시작할 날이며, 세상을 위해서
대 적인 사탄이 묶이고, 인류를 6천 년간 붙든 족쇄가 부서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
식이 물이 바다를 덮듯이 전 세상을 가득히 채우는 기쁜 날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들의 지식과 그런 날들이 문에까지 가까이 와있다는 증거들은 모든 사람에
게, 그러나 특히 신의 본성을 상으로 받기를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헌신 한 자녀
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구속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그
들이 알고, 머리들을 들고 기뻐하는 동안, 모든 무거운 것과 장애를 벗어버리고, 그
들이 시작한 끈기 있는 경주를 인내하며 달리기를 그러한 사람들에게 강권한다.(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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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히 12:1) 모든 피할 수 없는 약점은 우리 주 그리스도가 주신 속죄물의 공
로로 완전히 덮어 가리어지고, 당신의 희생과 자기부정들은 우리의 구속자시며 주
님이신 오직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드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
기와 자기의 피할 수 없는 약점과 완벽치 못한 점에서 눈길을 돌리시오. 하나님께
서 우리가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족한 힘을 그의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
셨음을 상기합시다. 그 힘은 그의 성품과 계획의 지식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위들의 지식에서 끌어낸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정확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당신에게 증가
하기를 빕니다. 그 분의 신의 권능은 생명과 경건한 정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
에게 거저 주었으니 곧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통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게 된 부패를 피한
다음, 그 약속들을 통하여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벧
후 1:2-4)
그것의 대가, 그것의 가치, 그것의 이익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리는 각 사람에게 공급할 것을 이렇게
제안하시는 이 지식과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의 헌신서약의 성실함을 확실히 시
험하실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시간과 당신의 모든 재능들을 주님께 헌신하였
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중 얼마만큼을 당신은 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헌신서약에 따라서 모두를 아직도 기꺼이 포기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길을 받아드리고, 그의 훌륭한 일을 하는 시간을 내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계획과 방침,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론들을 아직도 기꺼이 포기하기를 원합니
까?
당신은 세상의 교우관계와 사회적인 인연의 대가로 이것을 기꺼이 하기를 원합니
까? 이 자기부정을 요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진실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원기를 돋우는 이 영광스러운 주제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당신은 다른 일들
에서 시간을 기꺼이 포기하기를 원합니까? 만일 모두를 헌신하지 않았거나, 모두를
주님께 헌신했을 때 사실은 절반만을 뜻하였다면, 당신은 다른 시대 이상으로 현재
(천년시대의 새벽) 부수적인 믿음의 모든 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하여
감춘 보물을 찾듯이 그의 말씀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를 준다는 것은 이 공부에 필요한 시간과 활력을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희생의
진심이 완전히 시험될 것이며, 당신이 그 왕국의 명예를 받을 이기는 교회인 그 “적
은 무리”에 구성원이 되기에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를 증명할 것입니다. 만일 당
신이 하나님 말씀에 전력을 다하고, 그의 진리를 성실하고, 정직하고, 헌신 한 마음
으로 받아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계획에 대한 사랑과 좋은 소식을 알리려
하고, 복음을 전도하려는 욕망을 당신 안에 일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후, 그것
이 생활의 전적으로 열중케 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세상
과 많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의 교인들에게서 마음속으로 분리시킬 뿐이 아니라, 그
런데서 아주 분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별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일단에서 배척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고 어리석다고 여기게 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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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바와 같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고후 4:8-10, 눅 6:22, 요일 3:1, 고전 3:18)
당신은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을 통하여 주님을 알기 위하여 기꺼이 계속 따르기
를 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대로 따르기
위하여 모두를 기꺼이 포기하기를 원합니까? 당신 자신의 욕망뿐이 아니라, 친구들
의 소원을 무시해서라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이 책을 읽는 많은 헌신한 사람들이 이 책으로, 신의 계획을 더 분명히 이해함으
로서 새로운 열의와 열정적인 정신으로 소생 할 수 있어서, “수반된 희생이 무엇이
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섬기기 위하여 계속 따르겠다.”고 그들이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고상한 베레아 인들(Bereans, 행 17:11) 같
이, 앞서 소개한 것을 증명하는데 열심히 스스로 종사하기 바랍니다. 상반되는 전통
과 인간의 교리가 아니라, 오직 정확하고 신에 의해 공인된 표준(하나님의 말씀)으
로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우리가 그만큼 많은 성서들을 인용한 것은 그러한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신의 계획을 전에 신봉하고 성서적이라고 추측하였지만, 성서적
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많은 관념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익할 것이다.
신의 계획은 완전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자체와 일치를 이룬다는 것과 성서가
그 계획의 위대하신 저자에게 속한다는 성품과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계획은 지혜, 공정, 사랑, 정의의 놀라운 진열이 다. 그 계획은 인간
의 발명이 미치지 않으며, 인간의 이해능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초인간적 의도 그
것 자체의 증거를 지니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여기에 제공된 계획과 일치하여 해결을 구하면서, 여러 점의 질
문이 일어날 것이다. 주의 깊고 세심한 성경 연구는 많은 것들을 즉시 해결할 것이
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아무 질문도 여기에 제공된 견해와 완전히 일치되는 충분한
대답이 없이 나아갈 필요가 없다’. 다음 권은 이 하나의 계획의 여러 분야들을 각
단계마다 단지 진리만이 자랑할 수 있는, 비길 때 없는 조화를 드러내면서 상세히
설명한다. 다른 아무 신학체계도 성경의 각 말씀마다 모두 그 신학체계 내에서 조
화한다고 주장조차 하지 않고, 시도한 적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지 성경뿐
이 아니라, 신의 성품과 신성화된 일반 상식과 이루는 이 조화는 성실한 독자의 주
의를 이미 사로잡고, 희망과 자신감뿐이 아니라, 경외로 그를 채웠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진실로 놀라운 일이지만, 진리와 하나님의 무한히 슬기롭고 자비로운 계획
에서 우리가 예기해야 할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이 관점에서 이렇게 밝혀지고, 놀라운 것들을(시 119:18) 드러내고
있지만, 인간의 신조와 전통에 비치는 현재의 빛은 정 반대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인간의 신조와 전통은 그것들의 숭배자들에게서도 불완전하고 기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뚜렷이 무시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시인하고
있지만 그들은 부끄러워서 그것들을 좀처럼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이 인간의 신
조와 전통에 붙은 수치는 성경으로 퍼지고 있어, 성경이 이 사고의 기형들을 신의

끝맺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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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이라고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소위 여러 진보한 사상가들
은 자유로 그들의 견해에 맞지 않는 성경의 여러 부분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바로 이때에 그의 자녀들 앞에 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그의 말씀의 각 부분과 항목
마다,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밝혀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섭리
가 얼마나 감명 깊은가! 적절한 때에 진리는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들에게 양식
이 되어, 그것으로 그들을 자라게 할 수 있게 한다.(마 24:45) 진리와 접하게 되어,
그것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나 진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진리를 받아드
리고 좇아 행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거부하고 경멸해야 한다. 그것을 무시
한다고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스스로 받아드리면, 우
리는 그것에 대하여 역시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진리는 모든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이며, 진리를 받아드리는 각 사람은 그것의 채무자가 되고, 만일 충
실한 관리인이라면, 하나님 가정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진리를 나누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빛을 비추시오! 만일 그 빛이 어두워지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
하겠습니까,(마 5:16, 6:23) 빛을 들어 올리십시오! 사람들을 위해서 표준을 들어
올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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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6

신의 엮으심
“불가사의의 엮는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라
하늘 높이- 그의 밑에는 베틀,
발판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며 움직인다.
세상의 어두운 시대를 직물로 쓰시고,
왕과 현인들을 씨줄로 쓰시고,
귀족들과 그들의 급사들을 쓰시고,
모든 지위와 모든 활동무대를 쓰시고,
왕좌들은 그의 물렛가락 안에 실감개들이다.
군대들은 실감개들을 질주하게 하고 급히 달리게 하고
직물은 씨줄로 거침없이 흘러야한다:
일어서고 넘어지며 나라들은 소멸할 것이다!
엮는 분의 뜻에 따라 그들은 사라진다!
“조용히 불가사의의 엮는 분을 보라
그의 물렛가락을 여기저기 던지라
소란과 야단법석 떠는 혼란 복판에,
엮는 분은 잘 알고 계신 것 같다.
각 동작과 동요가 무엇인지를,
각 용해와 혼동이 무엇인지를,
장대한 결말에는 보일 것이다!
“영광스러운 경이! 얼마나 굉장한 엮음인가!
둔한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우화의 시대도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만이 불가사의를 볼 수 있고,
역사의 경로를 따라 어떤가를 볼 수 있다.
현인들의 발이 가는 곳에,
가장 아름다운 눈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장려한 불가사의의 타페스트리가 놓여 있다!
부드럽고 반반하여 언제나 펼치고 있는,
마치 천사의 걸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듯이술로 장식한 원형들이 항상 서로 닿으면서.
각 형태마다 격자무늬가 있다,
더 명백한 모양과 더 부드러운 색조들
각각 밝게 비친다. 얼마나 수수께끼 같은가!
한 가운데에 보석을 박은 십자가에서.
“이것이 말인즉,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한다.
그것의 빛이 모두 반사되는 것을;
타페스트리의 줄이 주어진 것을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으로!
“믿게 된다. 모든 믿든 사람들이위대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홀로 엮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과 역사의 빛 가운데서,
세상의 어두운 불가사의를 나타내시며
그리고 직물과 씨줄이 줄어지는데 따라,
장려하고 영광스러운 완성이 온다.
황금시대가 시작할 때
예언자들과 현인들로 오래 전 예언된.”

